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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2020년 5월 4일 오전 9시 50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
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에게 온몸을 여러 차례 찔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
다출혈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동네에서 10년 넘게 식당
을 운영하던 주인이었고 가해자는 식당 개업 때부터 자주 방문해오던 단골손님이었
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에는 ‘손님이 식당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정황이 밝혀
졌다. 사건 직전까지 석 달간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해왔던 피해자는 자
신의 가족이 걱정할까 신고도 하지 못한 채 가해자의 가족까지 찾아가 호소도 해보았지
만 끝내 가해자에게 살해당했던 것이다(조선일보, 2021).
또한 안인득 사건으로 알려진 2019년 경남의 진주 방화·살인 사건은 당초 안인득
이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에만 집중 조명되었는데, 수사 결과 이 사건의 시작은 안
인득의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밝혀졌다. 안인득이 살해한 고등학생 피해자는 생전
안인득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에 시달려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직접
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별 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고 결국 안인득
에게 살해당했다(KBS NEWS, 2019).
예시로 든 두 사건에서처럼 스토킹 행위는 살인 혹은 납치, 폭행과 같은 강력범
죄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실시한 총 240건의 스토
킹 피해상담 건수 중에서,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는 51건으로 무려 21%에 해당했
다(정도희, 2017). 또한 스토킹 행위는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 피해자의 1/3 정도가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피해를 경험하
고 있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스토킹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된 경
우가 6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잔디, 2015). 이처럼 스토킹 행위는 단순
한 반복을 넘어서 점차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으며(이창한, 2009), 스토킹 피해 발생
초기에 적절한 개입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욱 지속적이며 심각한 피해
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 가해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범죄
수준의 범칙금(8만 원)을 내는 것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며,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끝내 목숨을 잃게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스토킹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
해 1999년 15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 단독 법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20대 국회까지 발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
도 스토킹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되었으며,
2018년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또한 부처 간 검
토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기존 법안들이 다양한 형
태로 행해지는 스토킹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에 대
한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스토킹 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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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인 정의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 보호 법익 등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생명의 손실이 발생한 많은 사건들에서 스토킹 행위가 흉악 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개인 간의 다툼, 싸움, 구애의 한 형태 정도로 가벼이 여겨지고 있다. 물론,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나 제도가 아
예 없는 것은 아니나, ‘스토킹처벌법’이 단독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나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미국·캐나다 등을 포함한 외국의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스토킹 발생 이전에
피해가 현저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해 놓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로부터의 연락 및 접근, 제지가 필요한 경
우, 심리상담 및 재활프로그램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둔 곳도 존재한
다. 이처럼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스토킹 행위를 형법에
편승시켜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스토킹 관련 법안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내 입법안
과 비교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 한다. 또한 스토킹 실태 조사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스토킹 피해
가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작년 2020년 12월 29일자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
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는 스토킹을 더 이상 단순한 갈등이 아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켜 살
인・성폭행과 같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로 보았다는 점에서 매
우 의미있는 전진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의 손실이 발
생한 사례들을 고려한다면 이는 겨우 한 발짝 뗀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
는 법안을 마련하는 기조를 다지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 스토킹의 정의
스토킹이란 영어 단어 ‘stalk’에서 파생된 것으로 사전적으로 ‘(공격 대상에게) 몰
래 접근하다’로 정의되며, 최근 ‘다른 사람을 장기간에 걸쳐 강박적이며, 대개는 위
협적인 행동을 통해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사용되고
있다(김청하, 2013).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스토킹을 정의
하고 있는데, 박철현(2000)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일방적인 호감만을 이유로 상대방
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거나 오해하면서, 계속 쫓아다니거나 관심을 표명하거나 전화,
우편, 전자우편, 선물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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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심이나 불쾌감, 또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
다. 이외 국내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스토킹 (stalking)이란, 사전
적 의미로는 사람을 미행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개념적인 의미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김성희, 2020).
우리나라는 1999년 5월 24일 15대 국회에서 김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을 시작으로 2020년 9월 25일 21대 국회에서 서범수 등 86
인이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21년간 모두 20건의 법률
이 상정되어 왔다(김성희, 2020). 스토킹 행위로 살해를 당하는 등 여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특별법이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범죄구성요건의 불
명확성과 새로운 유형의 보호법익에 대한 논란으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던 것이다
(이성기, 2018). 또한, 스토킹으로서 남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
이 될 수 있지만,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들 가운데 어느 정도 이하의 행위들은 여전
히 사회생활 속에서 개인들 간의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 관계로서 여겨져 법률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였다(박철현, 2000). 이처럼 스토킹은 비정형적이
고 복잡ㆍ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그 개념 자체를 정의하기 쉽지 않고(장응혁, 2017),
법 제정에 명확한 법적 정의를 내리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중 스토킹 관련 법률안을 살펴보면, 총 8건으로
형식면에서는 거의 유사하나 스토킹 범죄의 정의에 관한 내용면에서는 세부적인 차
이가 있다(<표 1> 참고). 8건의 입법안은 일반적인 개념에 관하여 정의 한 후, 4～
7개 행위 태양을 열거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거된 행위 태양 중 8건의 발
의된 법률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부분은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하 “주거지
등”이라 한다)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 ‘우편 전화·모사전송
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영상 사진·그림
또는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이나 영상 사진 그림
등을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이다. 서범수, 정춘숙, 남인순 의원은 ‘상대
방의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생활의 안전 또는 자유의 침해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임호선, 황윤하, 서범
수, 정춘숙 의원은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를 포함시켰다. 또한, 정
춘숙 의원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
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김영식 의원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 ‘마목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
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는 행위’,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
- 4 -

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행위 태양에 추가시켰다.
<표 1>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중 스토킹 범죄의 정의
발의
법률안
스토킹 범죄의 정의
연월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
및
피해자보호
등에
① 관한 법률안 (정춘숙 2020-06-01 행하는 행위 등을 하여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
해하는 일련의 행위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
관한 특례법안 2020-06-01 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진로를 막아서는
② 등에
(남인순의원 대표발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의)
것
스토킹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절차 등에 관한 2020-07-03 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
③ 및
법률안(김영식의원 대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
표발의)
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스토킹 범죄의 처벌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
④ 등에 관한 법률안 (임 2020-07-09 적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
호선의원 대표발의)
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
⑤ 등에 관한 법률안 (황 2020-08-25 자에게
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
운하의원 대표발의)
는것
스토킹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➅ 등에 관한 법률안(서 2020-09-24 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범수의원 대표발의)
행위 등을 하는 것
스토킹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관한 법률안(박 2020-12-23 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
⑦ 등에
주민의원 대표발의)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
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
처벌 2020-12-30 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
⑧ 스토킹범죄의
등에 관한 법률안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입법안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정춘숙, 남인순 의원의 입법안에서는
‘상대방(당사자)의 동의 없이’로, 나머지 6개의 입법안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
여’라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박우현, 최응렬(2017)의 연구에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서도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로 규정하고 있는 점,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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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할 경우 피해자 보호에는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당사자의 명시적 의
사에 반하여’로 규정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
여’라고 규정할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표현을 넓게 해석하여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돌아간다는 우려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으며, 경범죄 처벌법이 2017년 개정되면서
동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서는 스토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
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 하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경범죄 처벌법, 2017). 이처럼 경범죄로 분류됐던
스토킹 행위는 2020년 12월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스토킹이 명확히 범죄임을 법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제정안
에서는 ‘스토킹범죄’란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ㆍ
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
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그림ㆍ부호
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
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
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스토킹 발생 실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악의적인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조항1)으로 스토킹을 하는 사람에게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을 하고 있으며,
스토킹 행위를 넘어서는 위협, 명예훼손, 음란물 전송 등의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아닌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 법률을 적용하여 행위자를 강력
하게 처벌하고 있다(경찰백서, 2020).
경찰청에서는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018년 2월 『스토킹 데이
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
을 통한 스토킹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경찰의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
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이 있으며, 위 대책의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112신고 스토킹 코드 신설('18.6.
1.～), 현장조치 강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APO 사후콜백 실시, 맞춤형 신변보호
제공 등이 추진되고 있다.
1)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1.(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
복하여서 하는 사람.
- 6 -

그러나 스토킹은 단일법으로 처벌되지 않아, 정확한 발생 통계를 알기 어렵다. 경
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 위반 사례만을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그 발생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표 2> 참고).
<표 2>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단속현황(2014～2019)
구분
2014
2015
2016
2017
계
300
363
557
438
통고처분(건) 251
301
391
333
즉결심판(건) 49
62
166
105
출처: 2020 경찰백서

2018
544
434
110

2019
580
435
145

2014년에 발생한 지속적 괴롭힘 위반 사례는 300건이었는데 2019년에 들어서는
580건으로 약 93.3% 정도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12신고 건수도 2018
년에는 2,722건이었던데 반해 2019년에는 5,468건으로 97.3%나 증가를 보였고, 2020
년에 들어서는 7월까지 발생한 112 신고가 2,756건으로 나타나 2018년 전체 신고
건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이는 2018년 6월 이후 스토
킹 코드가 신설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김성희, 2020).
<표 3> 스토킹 관련 112 신고 현황
년도
2018
건
2772
처벌
19.62%
출처: 경향신문(2020.10.4.)

2019
5468
10.6%

2020년 7월
2756
10.8%

2020년 10월 4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하루 평균 12.9건의 스토킹
범죄가 경찰에 신고 되었지만, 신고 건수 10건 중 한 건만 처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2018년 6월부터 112 신고 사건 코드에 스토킹 코드를 따로 신설해 관리하면
서 신고 건수가 대폭 늘었지만,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전혀 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8년에 비해 감소하였다(<표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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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스토킹 법제

1. 국내 스토킹 범죄 입법동향
2. 국외 스토킹 법률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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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스토킹 범죄 입법동향
1) 배경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안은 15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지만 20대 국회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임시만료 폐기되어 스토킹
범죄 현장에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현재는 관련된 범죄행위(협박, 강요, 주
거침입 등)마다 적용되는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는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등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해야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이 있
다. 실제 신고가 접수되어도 별도의 조치 없이 가해자가 풀려나거나, 신고한 피해자
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법 제정
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2018년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여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
해자 보호조치 강화 의견을 밝혔다. 201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해 연도 하반
기까지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는 노력의지를 보였으나 부처간 이견
으로 2020년도까지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
인 여러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은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 스토킹 가해자 처벌은 「형법」, 「경범죄 처벌법」,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을,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항으로 「여성폭
력방지법」 을 근거로 하는 바, 국내 현행법을 우선으로 살펴본 뒤 그 중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중심으로 스토킹 법안의 중요 쟁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2) 현행법 상 스토킹 가해자 처벌조항
① 경범죄 처벌법

국내의 스토킹 처벌을 위한 현행법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
속적인 괴롬힘에 따른 제재만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서는 특정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계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
고,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교제를 강요하는 경우, 계속 지켜보는 경우, 미행 등
따라다니는 경우, 숨어서 특정인을 기다리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
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범
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스토킹 행위 처벌의 정도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표매매의 경우보다 경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심영주,
2019).
2) 이하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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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법

「형법」의 경우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의 정도가 지나치면 제324조 제1항의 강요
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한 스토킹 행위가 폭행(제260조), 협박(제283조), 주거침입 및 신체수색(제321조), 명
예훼손(제307조), 모욕(제311조)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법

최근 SNS가 발달하며 상대방이 원치 않아도 여러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온라
인 통신수단을 통해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며 사이버스토킹처벌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다. 이에 관련한 현행 처벌법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해당하는 위협적인 문자, 카톡을 보내거나, 집요하게 만
남을 요구하는 경우 불안감 유발 문자전송 행위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3) 현행법상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항
① 여성폭력방지법

2019년에 시행된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법」 상의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
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
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뜻한다(제3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은 피해자의 권리(제14
조), 피해자 보호지원(제15조), 피해자 정보보호(제17조), 2차 피해 방지(제18조)이다.
제15조 4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
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4) 스토킹 입법안
①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스토킹 범죄와 연인, 가족 내 범죄의 차이점은 ‘친밀한 관계’의 여부이다. 기존의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면식이 없는 관계에
서도 스토킹 범죄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토킹은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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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 ‘피해자 보호’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발의안은 정춘숙의원 등 10인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유일하며 다른 입법안과 함께 살펴본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조
항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등의 책무’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 신고체계, 예방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시설의 설치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법령의 정비,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와 보호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표 4> 국가 등의 책무 조항
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6.01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4인)
2020.07.03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
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토킹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법률구조
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5. 스토킹범죄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소요되
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에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이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인을 증언으로 삼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하
고자 하였다.
<표 5>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제15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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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6.0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발의일자 2020.12.23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생
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및 제15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
하지 아니한다.
제15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를 신
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
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부터 제11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조항에서는 피해조사에 대해 전담검
사,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고 전문 지식 및 수사 방법과 절차 교육을 실시하
도록 하였다.
<표 6>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6.0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등 18인)
발의일자 2020.06.01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4인)
발의일자 2020.07.0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조항
제16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
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
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
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정춘숙의원 등 10인의 발의안과 동일
제24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정춘숙의원 등 10인의 발의안과 동일
제15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정춘숙의원 등 10인의 발의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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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23인)
발의일자 2020.07.0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5인)
발의일자 2020.08.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86인)
발의일자 2020.09.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발의일자 2020.12.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발의일자 2020.12.30
§

제14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②항 제외 정춘숙의원 등 10인의 발의안과 동일
제15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정춘숙의원 등 10인의 발의안과 동일
제16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정춘숙의원 등 10인의 발의안과 동일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정춘숙의원 등 10인의 발의안과 동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서는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고
사법경찰관, 공판 절차에서 진술한 권리를 가지며, 증거물 열람 및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표 7>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6.01

제17조(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
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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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등 18인)
발의일자 2020.06.01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
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4조(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피
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
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
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동일
④ 동일
⑤ 동일
⑥ 동일
제25조(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남인순의원 등 18인 발의안과 동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4인)
발의일자 2020.07.0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17조(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박주민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발의안과 동일
발의일자 2020.12.23
§

‘신변안전조치’조항에서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참고인,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해야 하며, 대상자에 주
거에 대해 주기적으로 순찰해야하며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표 8> 신변안전조치
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6.01

제12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
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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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2.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3. 시간대·동선·횟수 등 피해자 맞춤형 순찰 및 폐쇄회로 텔
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4.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별로 등록·관리, 핫라인 구축
5. 피해자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지
원
6. 보호시설 입소·거주지 이전·일시 휴직 등 피신 권고 및 관
련 절차 안내·보조 실시
7.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
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자 또는 피해자는 판사·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
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
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
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다.
등에 관한 특례법안 1.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남인순의원 등 18인) 2.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발의일자 2020.06.01 3.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4.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자 또는 피해자는 판사·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
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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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제17조(신변안전조치)
(김영식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발의안과 동일
발의일자 2020.07.03
§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에서는 조사 및 심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명
예손상과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특히 정춘숙의원 등 10인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심리의 비공개조항, 비밀 누설 금지 위
반죄를 추가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신변보호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표 9> 피해자 신원 보호 법안
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6.01

제1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
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
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
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
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
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
여야 한다.
제20조(심리의 비공개)
① 판사는 스토킹범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나
피해자의 심리안정 및 신변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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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사생활의 보호나
심신 안정 및 신변보호를 위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의 비공개
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비밀 누설 금지 위반죄)
제14조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26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남인순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 등 10인의 발의안과 동일
발의일자 2020.06.01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제27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김영식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의 발의안과 동일
발의일자 2020.07.03
§

‘불이익 처우의 금지’ 조항의 경우 피고용자가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였거나, 스
토킹 피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해고나 불이익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피해
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특히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어긴 고용주에 대한 처
벌조항을 추가하여 불이익 처분 방지를 강화하였다.
<표 10> 불이익 처우 금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6.0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등 18인)
발의일자 2020.06.01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조항
제13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
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스토킹범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
는 아니 된다.
제30조(불이익처분의 금지 위반죄)
제13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정춘숙의원 등 10인의 발의안과 동일
제32조(불이익처분의 금지 위반죄)
제17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정춘숙의원 등 10인의 발의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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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위반죄)
(김영식의원 등 14인) 제33조(불이익처분의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발의일자 2020.07.03 제18조를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 보호 명령’ 및 ‘피해자 보호 명령의 기간’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표 11> 피해자 보호 명령 관련
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6.01

스토킹범죄의 처벌

제23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
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지등에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2. 피해자에 대한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그 밖에 유사한 수단을 이용한 접근금
지
3.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등 피해자로부터
격리
4.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
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판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
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
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
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피해자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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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등 18인)
발의일자 2020.06.01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4인)
발의일자 2020.07.03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
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倂科) 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
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정춘숙의원 등 10인의 발의안과 동일
제20조(피해자보호명령)
-남인순의원 등 18인의 발의안과 동일
제21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정춘숙의원 등 10인의 발의안과 동일

② 가해자 처벌

국내 스토킹 가해자 처벌은 「형법」, 「경범죄 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스토킹 특별법의 입법안에서는 ‘스토
킹’행위를 정의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체화하였다.
§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항은 임시보호조치, 잠정조치, 보호조치로 나타나
있다. 각 명칭 간엔 차이가 있지만, 판사가 스토킹 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리는 조치로 유사한 내용
을 담고 있다.
<표 12>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6.01

제10조(임시보호조치) 1항
① 판사는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임
시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주거지등에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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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에 대한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그 밖에 유사한 수단을 이용한 접근금
지
3.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등 피해자로부터
격리
4. 그 밖에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9조(임시보호조치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형의 집행유
예와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보호관찰
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
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수명령이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이수명령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2.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에 관한 특례법안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
(남인순의원 등 18인) 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발의일자 2020.06.01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제31조(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① 제8조제1항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제1항의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 된 후에 이를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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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4인)
발의일자 2020.07.0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23인)
발의일자 2020.07.0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5인)
발의일자 2020.08.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86인)
발의일자 2020.09.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남인순의원 등 18인의 발의안과 동일
제32조(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남인순의원 등 18인의 발의안과 동일
제7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보호조치)
①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
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제18조(보호조치 등 불이행죄)
①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이행하
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제7조제
1항제4호에 따른 유치장 유치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보호조치)
-①항 제4호 제외 임호선의원 등 23인의 발의안과 동일
제17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 또는 제7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스토킹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7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보호조치)
-임호선의원 등 23인의 발의안과 동일
제18조(보호조치 등의 불이행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이행하
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남인순의원 등 18인의 발의안과 동일
- 21 -

제20조(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박주민의원 등 12인)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발의일자 2020.12.23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남인순의원 등 18인의 발의안과 동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제20조(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등에 관한 법률안 ①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부)
스토킹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발의일자 2020.12.30 처한다.
② 예방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예방응급조치의 대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
어 있으며,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을 통해 재범을 막고자 하였다.
서범수의원 등 86인의 발의안에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해당 조항 1항 3호에 추가
하였다.
<표 13>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벌칙
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06.01

제26조(벌칙)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가중요소)
① 스토킹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데이트 상대, 배우자, 동거인, 친족 등 인적 신뢰관계에 있
거나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범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④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
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스토킹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때에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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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등 18인)
발의일자 2020.06.01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4인)
발의일자 2020.07.0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23인)
발의일자 2020.07.0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5인)

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조(스토킹범죄)
-정춘숙의원 등 10인의 발의안과 동일
제29조(가중처벌)
① 스토킹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
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
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스토킹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때에는 무
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조(스토킹범죄)
-정춘숙의원 등 10인의 발의안과 동일
제30조(가중처벌)
① 제2조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스토킹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③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
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
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스토킹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때에는 무
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
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스토킹범죄)
-임호선의원 등 23인의 발의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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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자 2020.08.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86인)
발의일자 2020.09.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발의일자 2020.12.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발의일자 2020.12.30

제16조(스토킹범죄)
-①, ②항 임호선의원 등 23인의 발의안과 동일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스토킹범죄)
-임호선의원 등 23인의 발의안과 동일
제18조(스토킹범죄)
-서범수의원 등 86인의 발의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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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스토킹 법제
1) 미국
① 스토킹 정의 및 범위
(가) 미국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 of United States): Federal
law 18 U.S. Code § 2261A Stalking

1993년 의회에서는 여성 폭력 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의 일환으로 스토킹 방지법(anti-stalking law)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스
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계 가족 등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는 경우 연방 중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2007).
스토킹 범죄의 연방법은 다음과 같다.
18 U.S. Code § 2261A

미국 형법 제18조 제2261A항에 따라
(1) 누구든지 살인, 상해, 괴롭힘, 협박, 상대방을 감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A)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까운 가족 구성원, 배우자나 파트너, 반려동물 등에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겪게 함
(B)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유발하려고 시도했거나 그러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음
(2) 메일이나 대화 형식의 컴퓨터 서비스,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겁을 주는 것과
같은 행동 및 결과는 형법 제18조 제2261B3)에 따라 규정된 처벌을 받는다.

(나) 미국 부가 피해조사(Supplemental Victimization Survey, SVS)

2006년 미국 국가 범죄 피해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의
일환으로 실시된 부가 피해조사(SVS)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경험한 행동들과 일치
하는 7가지 유형의 괴롭힘 또는 원치 않는 행위들을 확인하였다(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12). 이 조사에서는 개인들이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아래의 행동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할 시 스토킹 피해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개인은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두
3) 18 U.S. Code § 2261B ①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② 영구적인 신체손상 또는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20년 이하의 유기징역 ③ 중상을 입히거나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④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민·형사상의 명령이나 접근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 또는 미국 연방 법전 제18조 제2266조에 기술된 기타 다른 명령을 위반하
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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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유발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12).
SVS가 측정한 스토킹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1) 원치 않는 전화를 거는 행위
(2) 원치 않는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
(3)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엿보는 행위
(4) 타당한 사유 없이 특정 장소에 나타나는 행위
(5)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6) 원치 않는 물건, 선물 또는 꽃 등을 남기는 행위
(7) 인터넷, 공공장소 또는 구두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12).

(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스토킹을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
협하여 두려움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유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으며, 6가지의
스토킹 전략을 명시하였다(CDC, 2021).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치 않는 전화를 함
(2) 원치 않는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es), 음성 메시지 또는 소
셜 미디어에서 메시지를 보냄
(3) 피해자의 집, 직장 또는 학교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 나타나거나 접근함
(4) 피해자가 찾을 수 있도록 이상하거나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물건을 남김
(5)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따라가거나 쫓아다님
(6) 피해자의 집이나 차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겁주거나 가해자가 그곳에 있었
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함

(라) 미국 주(U.S. State)
㉠ 뉴욕(New york)

NY Penal Law는 스토킹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피해의 위협을 야기하는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정의하며, 스토킹의 구체적인 행동을 4개의 수준(degree)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PEN 120.45).
4급 스토킹(Penal Code § 120.45. Stalking in the fourth degree, 1999)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 또는 피해자를 아는 제3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합리적인 두려움을 야기하는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
또는 피해자를 아는 제3자에게 정신적 또는 정서적으로 물리적 해를 끼치는 경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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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고용이나 사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두려움을 야기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할 시, B급 경범죄4)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Penal 120.45).
3급 스토킹(Penal Code § 120.50. Stalking in the third degree, 1999)
3인 이상의 대상에게 별개의 사례로 본조 제120.45항을 위반하는 4급 스토킹 범죄 행
위를 저지르고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 없는 경우, 누구에게나 본조 제120.45항을
위반하는 4급 스토킹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10년 이내에 본조 제120.40항의 5가지 하위
조항에 해당하는 특정적인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으며 그 특정적인 범죄의 대상이 이
번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친밀한 가족 구성원인 경우,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성
가시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심각한 신체적 상해, 성범죄
또는 납치, 불법적인 감금 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의 죽음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4급 스토킹 유죄 판결을 받고 4급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A급 경범죄5)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Penal 120.50).
2급 스토킹(Penal Code § 120.55. Stalking in the second degree. 1999, Amended
2000)
본조 제120.50항의 3가지 하위조항에 규정된 3급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치명적인 흉
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전시하거나, 소지한 경우, 어떤 대상에게든 본조 제120.50항
의 3가지 하위조항에 규정된 3급 스토킹을 저지르고, 본조 제120.40항의 5가지 하위조항
에 해당되는 특정적인 범죄를 저질러 5년 이내의 전과가 있으며 그 특정적인 범죄의 대
상이 이번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친밀한 가족 구성원인 경우, 4급 스토킹을 저
지르고 이전에 본조 제120.50항의 4가지 하위항목에 해당하여 3급 스토킹의 전과가 있는
경우, 21살 이상인 경우 14세 미만의 사람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또는 일정기간 의
도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하거나(repeatedly commits acts over a period of time
intentionally placing) 14세 미만의 사람이 신체적 상해, 중상 또는 죽음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갖게끔 의도적으로 시도하는 경우, 10명 이상의 대상에게 개별적인 사건으로
본조 제120.50항의 3개의 하위조항에 해당하는 3급 스토킹을 저지르고 이전에 전과가 없
는 경우, E급 중죄6)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Penal 120.55).
1급 스토킹(Penal Code § 120.60. Stalking in the first degree. 1999, Amended 2000)
본조 제120.50조의 하위항목 3가지에 규정된 3급 스토킹 또는 120.55에 정의된 2급 스
토킹을 저지르는 도중에 다음의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급 스토킹에 해당한다:
(1) 의도적으로 혹은 무자비하게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처를 입힌 경우, (2) 130조에 정의
된 A급 경범죄 또는 130.25, 130.40 또는 130.85에 정의된 E급 중범죄 또는 130.30,
130.45에 정의된 D급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D급 중범죄7)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Penal 120.60).
4) B급 경범죄에 대한 징역형은 확정형이어야 한다. 이러한 형을 선고받을 때 그 임기는 법원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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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Florida)

플로리다 주법은 플로리다 주 교도소에서 최대 1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경범죄
스토킹과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범죄 또는 가중 스토킹을 구분한다(The
FLORIDA BAR, 1997).
Fla. Stat. § 784.048, 2012

(2) 고의성과 악의성을 띄고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괴롭히거나 또는
사이버 스토킹을 하는 사람은 1급 경범죄에 해당하며 FLA 775.0828) 또는 FLA
775.0839)에 규정된 대로 처벌할 수 있다.
(3) 고의성과 악의성을 띄고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괴롭히거나, 사
이버 스토킹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받아들일 만한 위협(credible threat)을 가하
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 3급 중범죄에 해당하며 FLA 775.802, FLA 775.083,
또는 FLA 775.08410)에 규정된 대로 처벌할 수 있다.
(4) FLA 748.04611)에 따른 반복된 폭력, 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또는 FLA 741.3
012)에 따른 가정폭력으로 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거나 그 밖에 피해자나 피해자
의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부과된(court-imposed) 금지규정이 있거나, 고의적, 계
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괴롭히거나 사이버 스토킹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 3급 중범죄에 해당하며 FLA 775.082, FLA
775.083, 또는 FLA 775.084에 규정된 대로 처벌할 수 있다.
(5) 고의성과 악의성을 띄고 반복적으로 16세 미만의 어린이를 따라다니거나 괴롭히
거나 사이버 스토킹 하는 사람은 가중처벌이 가능한 3급 중범죄에 해당하며
FLA 775.082, FLA 775.083 또는 FLA 775.084에 규정된 대로 처벌할 수 있다.
(7) 법 집행관은 위 조항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가 있는 경우 영
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
(9)(a) FLA 794.01113), FLA 800.0414) 또는 FLA 847.0135(5)15) 위반으로 형을 선고
받고 FLA 921.244에 따른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고의성과 악의
성을 띄고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거나, 사이버 스토킹한 경우 가중처
벌이 가능한 3급 중범죄에 해당하며 FLA 775.082, FLA 775.083 또는 FLA
775.084에 규정된 대로 처벌할 수 있다.
(9)(b) 피고가 주 교도소(state prison)나 카운티 교도소(county jail)에 수감되어 있거
나 또는 피고인이 보호관찰 하에 있거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고 보호관
찰 중인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당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하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A급 경범죄는 확정형이어야 한다. 이러한 형을 선고받을 때 그 임기는 법원에서 정하며, 1년을 초
과할 수 없다.
6) E급 중죄는 법원에서 형의 기간을 정해야 하며 7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D급 중죄는 법원에서 형의 기간을 정해야 하며 7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 FLA 775.082 벌금; 양형구조의 적용성; 이전에 감옥에서 석방된 특정 재범자에 관한 의무 최소형
량;
9) FLA 775.083 벌금형;
10) FLA 775.084 폭력범죄; 상습 중범죄자; 상습 폭력 중범죄자; 세 번의 폭력 중범죄자(thre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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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기관의 개입
(가) 플로리다 주의 국가기관 개입 관련 주법- Fla. Stat. § 784.048(6),
784.048(9)(a), 784.048(9)(b)

플로리다 주의 법 Fla. Stat. § 784.048(6), 784.048(9)(a), 784.048(9)(b)에서는 스토
킹 범죄 발생에 대해 사법기관 개입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
해자가 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가 있는 경우, 경찰은 영
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
으며, 접근금지 명령을 이전에 받은 가해자가 이를 어길 시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입법부는 명령의 기간을 결정할 때 객
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통해 결정할 의무가 있다.

(나)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의 위협관리팀(Threat Management Unit,
TMU)

Threat Management Unit(TMU)은 1990년에 설립된 로스엔젤레스 경찰청의 위협
관리팀으로 괴롭힘과 스토킹 사건을 처리하는 팀이다 (U.S. Department of Justice,
1997).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경찰관은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고 장기간 괴롭힘, 협
박, 스토킹, 무단 방문, 불쾌한 방식으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연락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알게 된 경우, 조언을 구하기 위해 TMU와 형사 지원 및 보조
부서(Detective Support and vice Division, DSVD)에 연락해야 한다(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2020). TMU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완전한 분리”를 사례 관리
전략의 필수요소로 두고 스토킹 사건을 처리한다(U.S. Department of Justice,
1997).

(다) 뉴욕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협업 접근 프로그램(The Coordinated
Approach to Preventing Stalking, CAPS)

뉴욕에서 실시되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협업 접근 프로그램인 CAPS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목표는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방지이며, 두 번째 목표는 스토킹 범죄의 체
포와 기소의 증진, 세 번째 목표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다.
violent felony offenders); 정의; 절차; 강화된 처벌 또는 의무 최소 형기;
11) FLA 748.046 반복되는 폭력, 성폭력 또는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에 의한 보호명령; 데이트 폭력 수
사, 피해자에 대한 통지와 보고; 재판전 석방 위반(pretrial release violations); 공공기록 삭제;
12) FLA 741.30 가정폭력; 가처분(injunction); 법원과 서기의 권한 및 의무; 탄원서(petition); 고지 및
공판(notice and hearing); 일시적 가처분(temporary injunction); 명령발행; 주 전체 입증 시스템
(statewide verification system); 집행; 공공기록 삭제;
13) FLA 794.011 성추행;
14) FLA 800.04 16세 미만 대상으로 혹은 앞에서 저지른 선정적이고 음란한 범죄(Lewd or lascivious
offenses committed upon or in the presence of persons less than 16 years of age.—)
15) FLA 847.0135(5) 일부 컴퓨터 송신 금지(CERTAIN COMPUTER TRANSMISSIONS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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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뉴욕시는 뉴욕시 경찰(NYPD)과 지방검찰청 등 지역
파트너와 협업한다. CAPS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며, 스토킹과 관
련된 뉴욕의 주법에 대한 이해 증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그 밖에도
위험성 평가, 안전 계획에 대해서도 훈련이 이루어진다(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2016).

2) 캐나다
① 스토킹 정의 및 범위
(가) 스토킹 법 : Criminal Code, 1985, c C-46, s. 264(2)

캐나다에서 스토킹은 형사상 범죄로 1993년 C-126 법안(Bill C-126)이 통과되면
서 “형사상 괴롭힘(Criminal Harassment)”으로 분류되었다(Department of Justice
Canada, 2015).
캐나다 형법 제264조에서 정의하는 형사상 괴롭힘은 아래와 같다.
Criminal Code, 1985, c C-46, s. 264(2)
(1)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2)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직·간접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3) 특정인의 근무처, 주거지 등에 잠복하거나 지켜보거나 감시하는 행위
(4) 특정인 또는 특정인의 친족을 위협하는 행위

형사상 괴롭힘 혐의는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이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 아울러 본 법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18개월 이하의 징역과
$5000(한화 약 43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Criminal Code, 1985, c C-46;
Oykhman Criminal Defence Law, 2018).

(나) 스토킹 유형 분류
㉠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체제(Los Angeles Police Department(LAPD)
Framework)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 개발된 LAPD 체제는 캐나다 공공안전부 산하의 연방
경찰인 ‘왕립기마경찰대(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의 행동 과학 부
서(Behavioural Sciences Branch)에서 사용되는 이론적 기반으로, 스토킹 범죄의 위
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관리 전략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Zona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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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체제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연애
망상형 스토커(Erotomanic Stalker)’는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망상적 사고로 인해 피
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낭만적 사랑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경우이다(Zona et al.,
1993). 연애 망상형 스토커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일반적인 스토커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해당 가해자의 직장 상사, 자녀의 소아과
의사, 교회 목사, 교통 위반으로 단속하였지만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은 경찰관 등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포함된다. 아울러 낯선 사람도 종종 이들의
타겟이 된다(Zona et al., 1993).
둘째, ‘애정집착형 스토커(Love Obsessional Stalker)’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랑
한다고 믿지 않고도 사랑에 집착하는 경우이다(Zona et al., 1993). 해당 유형의 스
토커는 흔히 정신분열증 혹은 조증과 같은 주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랑을 얻으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Zona et al., 1993).
셋째, ‘단순집착형 스토커(Simple Obsessional Stalkers)’는 다른 유형학에서 묘사
된 친밀한 파트너 스토커(Intimate Partner Stalker)와 유사하다(Zona et al., 1993).
단순집착형은 대부분 스토킹 이전에 피해자와 어떤 형태로든 개인적 친분 또는 연
애, 결혼, 성적 등의 관계를 맺는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끝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태도가 지배적
이다. 이들의 동기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수심 또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서
오는 것이 특징이며, 목적의 수단으로 괴롭힘, 협박,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
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단순집착형 스토커는 정신이상 증세의 여부와 관
계없이 인격장애를 갖고 있다(Zona et al., 1993).

㉡ RECON, 관계 및 상황 기반 스토킹 유형 분류 체계(Relationship
and context-based Stalking Typology)

Mohandie가 제안한 RECON 스토킹 유형 분류 체계는 캐나다 왕립기마경찰대
(RCMP)의 행동 과학 부서와 온타리오주 경찰(Ontario Provincial Police)의 행동 과
학 및 분석 부서 내 위협 평가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의 다른 지역
에서도 사용율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Mohandie et al., 2006).
RECON도 LAPD 체제와 마찬가지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관리
전략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RECON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전관계가 있었
는지에 따라 4가지 유형, 친밀함(intimate), 지인(acquaintance), 공인(public figure),
일반 낯선 사람(private stranger)으로 분류된다(Mohandie, 2004).
RECON은 사용이 간편하다는 특징을 가지며, 분류 체계가 위험의 정도와 연관되
어 있다. 연구에 따르면 공인과 비공인을 스토킹하는 가해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
으며, 특히 폭력 위험성과 관련하여 이전 관계에서의 친밀감 정도가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Mohandie et al., 2006).
RECON 유형 분류 체계는 적용이 쉬우며 사용 시 스토커의 정신 건강 및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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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신 건강 진단 및 동기를
기반으로 한 유형 분류 체계는 오히려 분류를 복잡하게 만들고 범주가 서로 중복되
는 것으로 나타나(Mohandie et al., 2006) RECON이 사용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
다. RECON 유형 분류 체계의 4가지 유형은 <표 14>에서 확인 가능하다.
<표 14> RECON 유형 분류 체계의 스토킹 4가지 유형(Mohandie et al., 2006)
친밀함(Intimate): 결혼, 동거 또는 연인/성적 관계
이전 관계/사적 인물 맥락 등 친밀한 관계
(Previous relationship/private 지인(Acquaintance): 직장 관련, 사회적 관계
(affiliative)/친목(friendship) 또는 고객/의뢰인 등 친
figure context)
밀하지 않은 관계
이전 관계없음 또는
공인(Public Figure): 공인 맥락, 유명한 인물을 쫓음
제한적/우발적 접촉
(No prior relationship or 일반 낯선 사람(Private Stranger): 비공인 맥락, 일
limited/incidental contact) 반적인 낯선 인물을 쫓음

② 사법기관의 개입
(가) 경찰의 개입

캐나다는 경찰이 형사상 괴롭힘 사건을 원활히 조사할 수 있도록 자세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 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괴롭힘과 다른 폭력 행위를 조기에 중단하는 것, 둘째, 기소 타당성의 설득력
을 높이기 위해 증거를 최대로 수집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가장 최우선시해야
하는 주요점은 피해자의 안전이며, 이는 증거 수집 또는 사건 기소의 정당함을 입
증하는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진다(Department of Justice Canada, 2017).

㉠ 위협 및 위험성 평가(Threat and Risk Assessments)

발생한 사건에 적합한 유형과 수준에 맞는 개입을 결정하기 위해선 위협 및 위험
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협 평가(threat assessment)’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폭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도움이 될만한 개입의 유형이 잠재적으로 피해
자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Kropp et al., 2002).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는 형사 및 민사 (법의학) 사법제도 내 다양한 전문
가가 개개인의 (a) 폭력 행위, 즉 범죄 행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b) 그 위험요인
의 관리 및 감소를 위한 개입을 고안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조사 및 도구를 말한
다(Kropp et al., 2002).
캐나다는 스토킹과 관련된 상황에서 경찰, 법원, 보안 및 정신보건 의료인의 전문
적 판단을 위한 안내로 활용되는 스토킹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 SAM)을 개발하였다(Kropp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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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은 세 가지 요인, 스토킹 특성적 요인, 가해자 위험 요인 및 피해자 취약 요인
에 초점을 두고 있다. SA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대
면하는데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이 있는 자여야 하며 관련 문헌에 대
한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Kropp et al., 2002). 이에 따라 SAM 사용자 메뉴얼은
1-2일 간의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 체포 및 기소(Arrest and Charges)

형사상 괴롭힘 사건에 대한 개입은 항상 사건에 관련된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개
별적으로 맞추어 신중하게 결정된다. 경찰은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및 퀘벡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다(Department of Justice Canada, 2017). 뉴
브런즈윅 주의 경우, 경찰은 검찰의 조언을 얻은 후 기소를 할 수 있다. 용의자가
형사상 괴롭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체포 및 기소는 가장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형
법 495조 제(d)(iii)항에 근거하여 형사상 괴롭힘이 계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체포가 필수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의자가 특정 사항을 준수하는 조
건, 또는 구금하는 것으로 행해진다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2017). 형법 제
499조 또는 제503조 2.1항에 따라 담당 경찰이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99조 1항 (b)호 또는 (c)호에 따라 피의자가 출석 서약을 하거나,
제503조 2항, 제499조 2항 또는 제503조 2.1항에 따라 원고 또는 기타 증인과 접촉
또는 접근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석방된다(Department of Justice Canada, 2017).

㉢ 고위험 범죄자를 위한 국가 신고 시스템(The National Flagging
System for High-Risk Offenders)

경찰관은 이후 심각한 폭력 또는 성폭력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형
사상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NFS(The National Flagging System)
에 등록하기 위해, 주(provincial) 또는 준주(territorial)의 NFS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Department of Justice Canada, 2017).
해당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고위험 폭력 및 성폭력 범죄자를 전국적으로 식별하
는 것이 가능하며, 어느 주 또는 준주 관할구역에서 등록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경찰
과 검찰 간 전국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각 주와 활동
지역에는 관리가 필요한 가해자를 식별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조직화하는
NFS 코디네이터가 존재한다. 이들은 또한 경찰과 검사가 요청하는 경우 이 정보들
을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Department of Justice Canada, 2017).

(나) 법원의 개입
㉠ 근신약정서(Peace bond)

근신약정서(Peace bond)는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종의 보호 명령 제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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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에게 특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의 일종이다(Toronto, n.d.). 이
는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입증되어야만 발부되는 것은 아니며, 가
해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자
가 가해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낀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발
부된다(Toronto, n.d.). 즉 형법 제810조에 따른 법원 명령 신청은 피의자가 피해자
개인 혹은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제810.2
조에 따라 피의자가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심각한 신체적 상해죄(serious personal
injury offence)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고려되어야 한다(Department of Justice
Canada, 2017). 이 근신약정서는 형사적 기소 절차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Toronto, n.d.).

3) 영국
① 스토킹 정의 및 범위
(가) 배경 요약

영국 내무부(Home Office)의 공식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 여성 5명 중
1명, 남성 10명 중 1명은 스토킹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ome Office,
2011). 또한, 2009년에서 2012년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매년 700,000명에 달하는 여성
들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고(Home of the Daily and Sunday Express,
2014.10.01.)되어 그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영국의 「1997년 괴롭힘 방지
법(The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은 여러 횟수에 걸쳐 개정되었는
데, 이 법에는 매번 스토킹 관련 범죄가 포함되었다(Home Office, 2012). 하지만 명
확하게 스토킹이라는 단어로 명시를 하지는 않았고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고
통을 주는 지속적인 행동’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스토킹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스
토킹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함이 존재하였다(Home Office, 2012). 이에 따라 「2012년
자유보호법(The Protection of Freedoms Act 2012)」에 의하여 「1997년 괴롭힘 방
지법」에 스토킹과 관련된 두 조항(2A 조항, 4A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House
of Commons, 2018). 더불어 2017년부터는 이 두 조항 중 경중이 높은 조항에 해당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10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수
위를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House of Commons, 2018).

(나) 스토킹 법: 1997 c.40 2A & 4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은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1997년 괴롭힘 방지법」
에 2A 조항과 4A 조항을 삽입하여 두 가지의 스토킹 범죄를 새롭게 개설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검사가 기소 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졌으며,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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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지침을 발표하며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Crown Prosecution Service, 2018).
두 조항은 스토킹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토킹의 일부
행위에 대한 예시를 묘사하여 이전의 법에서 누락 될 수도 있었던 스토킹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러한 예시는 모든 스토킹 행위를 온전히 포함할 수 없
으므로 스토킹 범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의 유형을 보여주는 목록일 뿐임을 강
조하여 조항에 제시된 예시 만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였다(Crown Prosecution
Service, 2018). 두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7 c.40 2A 조항: 스토킹 범죄(Offence of stalking)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a) 제1조 제 (1)항16)에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자. 그리고,
(b) 행동이 스토킹으로 진행되는 경우.
(2) 세부조항 (1)항 (b)호(와 제4A조 (1)항 (a)호)의 목적상, 행동이 다음과 같은 행동
으로 진행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함.
(a) 타인을 괴롭히는 것으로 진행되는 경우,
(b) 그 행위 또는 생략된 행위가 스토킹과 관련된 행위임. 그리고,
(c) 행위가 상대방에게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거나 추측하고 있는 사람.
(3) 스토킹과 관련된 특정 행위 또는 생략된 특정 행위는 다음과 같음.
(a) 타인을 따라가는 것,
(b) 수단을 가리지 않고 타인과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
(c)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진술 또는 기타 자료를 공개하는 것,
(i) 어떠한 개인과 관련되었거나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을)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 또는,
(ii) 어떠한 개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d) 타인의 인터넷, 이메일 또는 그 외 유형의 정보통신기술 사용을 감시하는 것,
(e) 어디든 타인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는 것(공공장소 또는 사유지),
(f) 타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간섭하는 것,
(g) 타인을 몰래 감시하거나 지켜보는 것.
(4)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약식 유죄 판결에 따라 51주
를 넘지 않는 징역 또는 기준표의 5급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
에 처함.
(5) 「2003년 형사사법 법(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제281조 제 (5)항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제 (4)항에 명시된 51주는 6개월로 해석할 수 있
음.
(6) 본 조항은 제2조항17)에 따른 보편성을 침해하지 않음18).
16) 제1조 (1)항 ‘괴롭힘 금지법(Prohibition of harassment)’: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속하면 안 된다.
(a)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로 진행되는 경우, 그리고
- 35 -

2A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약식 기소 범죄이기 때문에 치안판사에 의하여 판결
되며 범죄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정보나 혐의를 제기하여 소추
하여야 한다(Crown Prosecution Service, 2018). 6개월이라 함은 제기된 행동의 마
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둔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필수적인 요소로 ‘괴롭힘이 발생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합리적인 개인이 동일한 전제를 가졌을 때
제기된 행동이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할지에 대한 여부로 판단될
수 있다(Crown Prosecution Service, 2018).
1997 c.40 4A 조항: 폭력에 대한 공포 또는 심각한 경계 또는 고통을 동반하는 스토킹
범죄(Stalking involving fear of violence or serious alarm or distress)
(1) 한 사람(“A”)의 행동이:
(a) 스토킹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폭력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다른 사람(“B”)이 적어도 두 번 이상
느끼도록 함, 또는
(ii) 다른 사람(B)의 일반적인 일상 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심각한
경계 또는 고통을 초래함.
만약 A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B가 각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끼거나, 상황에 따
라 경계 및 고통을 느낄 것을 알고 있거나 추측할 수 있다면, (A의 행동이) 위와 같은
경우 유죄를 선고함.
(2)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만약 합리적인 개인이 동일한 전제를 가졌을 때 B에게 행
해진 행동이 B의 공포심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A는 자신의 행위로 인
해 B가 자신에게 폭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공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판단함.
(3)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만약 합리적인 개인이 동일한 전제를 가졌을 때 B에게 행
해진 행동이 B의 공포심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A는 자신의 행위가 B
의 일반적인 일상 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경계 또는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판단함.
(4) A는 다음 각 호를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음.
(a) A는 범죄 예방 및 탐색을 위한 목적으로 행동을 지속함,
(b) A는 법률 또는 사회 규범에 따라 행동을 지속하였거나 어떠한 법률에 의해 누
군가가 부과한 조건 및 요구에 따르기 위해 행동을 지속함, 또는
(c) A의 지속된 행동은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경우.
(b) 개인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임을 알고 있거나 추측 가능한 경우에 해당됨.
17) 제2조 ‘괴롭힘 범죄(Offence of harassment)’
(1) 제1조 (1)항 또는 (1A)항을 위반하는 행동을 지속하는 자는 범죄에 해당.
(2)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약식 유죄 판결에 따라 6개월을 넘지 않는 징
역 또는 기준표 5급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함.
18) 앞서 언급된 일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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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됨
(a) 기소에 대해 유죄 판결인 경우, 10년을 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두 가
지 모두,
(b) 약식 유죄 판결인 경우, 12개월을 넘지 않는 징역 또는 법정 최고액을 초과하
지 않는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
(6) 「2003년 형사사법 법」 제154조 제 (1)항이 시행되기 이전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
여, 제 (5)항 (b)호에 명시된 12개월은 6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7) 만약 이 조항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이 배심원 판단에 의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제2조 또는 제2A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
(8) 제 (7)항에 따라 제2조 또는 제2A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관련
하여 형사 법원(The Crown Court)은 치안 법원(Magistrates’ court)이 그 사람에
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짐.
(9) 본 조항은 제4조항19)에 따른 보편성을 침해하지 않음.

4A 조항에서 중요한 점은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할 정도로 경계를
하게 만들고 고통감을 느끼도록 하여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a) 피해자가 출근하는 경로, 업무 패턴, 직장
을 변경하는 것, (b) 피해자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서 데려오도
록 부탁하는 것(스토커로부터 피하기 위해), (c) 피해자 스스로 집 주변에 추가적인
보안 장치를 설치하는 것, (d) 이사, (e)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악화, (f)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 (g) 사교적인(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그만두거나 그 방법
을 바꾸는 것(Crown Prosecution Service, 2018).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예시에 피
해자를 국한시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빌미로 스토킹을 없던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전 법으로는 ‘폭력에 대한 공포심’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에 주
로 약식 명령이 유일한 판결로 선호되었다. 하지만 4A 조항이 신설되면서 스토킹
행위가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하게 경계를 하게
만들고 고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었고, 이로 인해 스토킹에 관련된 다
양한 범죄를 폭넓게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Crown Prosecution Service, 2018). 또
한, 본 조항에서는 스토킹으로 인한 누적된 영향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난
그 행위가 반드시 심각하거나 위급한 상황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
다. 따라서 검찰은 특정 사건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누적되어 미치는 영향과 개별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Crown Prosecution Service, 2018).
19) 제4조 ‘타인에게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Putting people in fear of violence)’
(1) 한 사람의 행동이 상대방 스스로 자신을 향해 폭력이 행사될 것에 대한 공포심을 적어도 두 번
이상 느끼고, 행위를 행사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각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초래하는 것
을 알고 있거나 이를 추측할 수 있다면 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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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토킹 행위의 예시

법령에 제시된 스토킹 행위 예시 외에도 행동의 맥락, 동기,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동의 예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예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Home Office, 2021).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자녀, 파트너, 다른 가족 구성원, 지인, 동료, 또는 제3자에게 연락을
취함
(2) 대리인을 이용하여 스토킹(‘주요’ 피해자와 연결된 사람들을 스토킹)
(3) 달갑지 않은 선물이나 그 외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냄
(4) 피해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 이메일, 휴대폰 또는 컴퓨터를 해킹함
(5) 여러 소셜 미디어 계정,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에
게 연락함. 이에는 가명을 사용할 수도 있음.
(6) 제3자에게 연락, 공적 기록 검색, 피해자 소유의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 열람 등,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7) 피해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피해자를 가장함.
(8) 귀찮게 하기 위해 소송을 남용, 피해자에 대해 반대되는 주장 제기,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식 절차를 밟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자원을 고갈시킴.
(9) 피해자의 상품 및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조달함.
(10) 피해자와 지인, 가족 및 더 넓은 지지적 대인관계 사이에 분쟁을 일으켜 피
해자를 고립시키고 가해자에게 의존하도록 함.
(11) 피해자와 관련된 악의적이거나 개인적인 내용, 또는 피해자에게만 의미있는
것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나 웹사이트를 만듦.
(12)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실제로 폭력을 행사함.
(13) 추적 및 도청 장치를 심거나, 피해자의 개인 장치에 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
션을 설치하고 활성화하여 피해자를 감시함.
(14) 개인정보나 사진을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일명 ‘리벤지 포르
노’ 또는 ‘신상털기(doxing)’).
(15) 자살 시도 및 자해를 하여 위협하거나 피해자가 연락에 응답하도록 상황을
조작함.
(16) 과거 친밀한 파트너였을 경우,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 ‘작전’을 짬. 예
를 들어 돈, 직장, 식량 및 기타 주요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
가해자는 위와 같은 행동을 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피해자
는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온라인에서 행해지거나,
특정 과학기술 및 ‘디지털 방식(digitally-enabled)’이 사용되어 진행될 수 있고, 온라
인 및 오프라인 상의 행동양상을 동시적으로 발생하여 진행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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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를 폭넓게 바라보고자 한다(Home Office,
2021).

② 사법기관의 개입
(가) 경찰의 스토킹 범죄 개입

영국의 College of Policing은 2012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 및 치안 서비스
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이다. 이 기관은 치안 유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범죄를 예방하고 대중을 보호하며 대중의 신뢰를 확보
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College of
Policing, n.d.).
이들이 제작한 ‘스토킹 또는 괴롭힘(Stalking or harassment)’ 자료집에는 경찰이
스토킹이나 괴롭힘에 대한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 및 가이드 라
인이 작성되어 있다(College of Policing, 2019). 이 자료집을 통해 경찰은 스토킹과
괴롭힘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호 전술(safeguarding tactics)에 대
한 조언을 얻을 수 있어 스토킹 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자료집에 의하면 경찰이 스토킹 범죄를 대함에 있어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경찰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므로 위험에 집중해야 하며 위험은 역동적(dynamic)임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전체
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건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배경을 이
해하고 점진적인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특히
위험의 변화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피의자 행동의 동기와
맥락,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은 경찰이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의 대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섯째, 사건 및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면, 피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을 관리하는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College of Policing, 2019).
이와 더불어 스토킹은 피해로 인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을 관리하는 것
을 깊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스토
킹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스토킹은 흔히 사람에게 초점이 두어져 있는 반면 괴롭힘은 대게 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b) 문제가 해결되면 그 특정 행동이 중단된다는 증거의 여부,
(c) 스토킹을 연상할 때는 FOUR(집착(Fixated), 강박(Obsessive), 원치 않음
(Unwanted), 반복됨(Repeated))를 기억해야 함(College of Policing, 2019).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고려사항이 분류되어 있어 이는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
를 구분하고 스토킹 범죄임을 명확히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College of Polici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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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고려사항
가해자
Ÿ 스토킹 연상 FOUR: 집착(Fixated), 강
박(Obsessive), 원치 않음(Unwanted),
반복(Repeated)
Ÿ 스토킹을 용이하게 저지르기 위해 일상
에 변화를 주었는지
Ÿ 생각과 행동에 있어 피해자에게 몰두하
는 점이 확인되는지
Ÿ 가해자가 투자하는 시간/노력/자원의 정
도가 일상생활을 소비하는데 사용되는
지
Ÿ 피해자를 표적으로 한 다양한 행동 양
식이 나타나는지
Ÿ 가해자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지
Ÿ 가해자가 강한 특권의식이나 강한 의지
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지
Ÿ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고통에
대해 걱정하지 않음

피해자

Ÿ
Ÿ
Ÿ
Ÿ

신체, 정서 및 심리적 영향을 받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끊임
없이 두려워하는지
문제가 제기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
의 삶에 침범되는 행위인지
문제가 제기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
의 일상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

스토킹 범죄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후 사건
이 진행되고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자료집에서는
출동한 경찰이 초기 대응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고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우선 조기 식별과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이 강조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과 어떤 범죄가 발
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며 전문적인 태도로 사건에
접근해야 하며 초기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College of Policing, 2019). 마
지막으로 신고된 사건에만 단편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그 이전에 발생하였던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도 파악하여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에는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과 같은 피해자 주변인에게도 유사한 행동이 나타났는지, 가해자의 범죄 기록이나
그 외의 문제행동, 가해자 행동의 점진적 심각성 여부와 정도, 가해자에 대한 국가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것(국가 경찰 전산망(Police National Computer),
국가 경찰 데이터 베이스(Police National Database), 성범죄 및 폭력 전과 등)이 포
함된다(College of Policing, 2019).
수사를 원활히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침과 매뉴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는 영국 경찰서장 협의회(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NPCC)와 영국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의 증거품 체크리스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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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부착 녹화 프로그램(Body worn video usage)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것들은 증
거수집에 도움이 된다(College of Policing, 2019). 또한, 「1997년 괴롭힘 방지법」
제2B 조항에 따라 스토킹 관련 범죄의 압수 및 수색이 필요할 경우 치안판사로부
터 영장을 발부받아 사용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증거와 진술을
확보할 시 스토킹 행위가 교묘하고 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
심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위해 피해자뿐만이 아닌 지인, 가족, 그 외 주변인들의
정보 및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행동과 용의자의 동기 및 맥락을 이해해야 함을 분
명히 하고 있다(College of Policing, 2019).
이 외에도 영국 연방 전국 경찰지휘관 협의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CPO)의 스토킹 범죄 위험성 평가도구 S-DASH(Stalking and
Harassment Screening Questions) 및 CPS/NPCC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수사의 원
활한 진행을 돕고 위험을 파악하여 피해자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에 사용되는 위험성 평가도구인 S-DASH는 12개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파악 안 됨’으로 응답 가능하며 만약 피해자
에 의한 응답이 아닐 시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지 작성할 수 있는 칸이 포함되어 있
다. 12개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DASH riskmodel, n.d.):
(1) 당신은 매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2) 과거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 및 괴롭힘에 대한 경험이 있나요?
(3) (가해자가) 당신의 소유물/재산을 파괴하거나 파손한 적이 있나요?
(4) (가해자가)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예고도 없이 나타난 적이 있나요?
(5) (가해자가) 당신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서성이거나 쫓아온 적이 있나요?
(6) (가해자가) 당신에게 신체적 폭력 또는 성폭력의 위협을 가한 적이 있나요?
(7)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이 시작된 이후 본인 외 제3자를 괴롭히거나 스토킹한
적이 있나요?
(8) 스토킹이 시작된 이후 가해자는 다른 누군가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한 적이 있
나요?
(9)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 적이 있나요?
(10) (가해자는) 지난 1년 동안 약물, 알코올,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었나요?
(11) (가해자는) 자살 충동이 있나요? (최후의 수단)20)
(12) (가해자는) 과거 폭력적이었나요? (물리적 또는 심리적, 경찰과의 문제 또는
범죄경력)
만약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진술, 위험성 평가에 따라 그 심각도가 높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2차 조사나 다기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College of Policing, 2019).
아동보호지원(children’s social care), 범죄자 관리(offender management) 등의 정보
20) S-DASH 11에서는 11번 문항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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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가정폭력과 밀접한 경우에
는 다기관 협력 체계(Multi 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 MARAC), 또는
그 외 다기관 위험관리 패널(Multi-agency risk management panel)에 사건을 회부
할 수도 있다(College of Policing, 2019).

(나) 임시명령(Interim order)

영국 내무부의 ‘스토킹 보호 명령(Stalking Protection Order)’에 의하여 경찰은 스
토킹과 괴롭힘에 대해 임시명령(Interim order)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사
람이 스토킹과 연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시명령을 우선적으로 신청함으로써 완
전한 보호명령 신청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또한 보호명
령 신청과 판결 절차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
다(Home Office, 2021). 임시명령은 치안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데 임시명령 신청의
경우 완전한 보호명령 신청보다 그 기준21)이 낮아 치안판사가 임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임시명령이 부과된다. 따라서 형사판결을 받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임시명령을 부과
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명령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등을 금지하는 등 행위를 제지
하거나 행동 개선 치료 프로그램 출석을 요구하고 가해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 휴
대폰, 컴퓨터, 태블릿의 접근 권한이나 비밀번호 등을 경찰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요청이 포함될 수 있다(Home Office, 2021).
또한, 임시명령은 변경, 연장 및 해제가 가능하고, 위반 시 완전한 보호명령을 위
반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시명령은 스토킹 위험으로
부터 피해자를 빠른 기간 내에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겠다(Home Office, 2021).

③ 경찰청장 협의회와 검찰청 간 스토킹 및 괴롭힘 범죄의 적절한 처리
에 관한 프로토콜(Protocol on the appropriate handling of stalking or
harassment offences between the 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and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22)

영국은 특히 ‘여성을 향한 폭력 근절 전략(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VAWG), 이하 VAWG) 2016-2020’을 통하여 스토킹과 괴롭힘 관련 범죄를 없
애고자 노력하였다. 이 전략은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뒷
받침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건의 기소 및 피해자 보호는 경찰과 검찰 간의 강
21) 완전한 보호명령 신청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사항을 충실히 ‘만족
(satisfied)’하는 경우에만 부과 가능
22) 본 항목의 내용은 ‘Protocol on the appropriate handling of stalking or harassment offences
between the 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and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NPCC & CPS,
2018)의 내용을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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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고 협조적인 관계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검찰청, CPS(Crown
Prosecution Service)와 경찰청장 협의회, NPCC(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는
‘스토킹 및 괴롭힘 범죄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경찰청장 협의회와 검찰청 간 프로
토콜’을 발간하였다(NPCC & CPS, 2018). 아래의 내용은 프로토콜에 포함된 내용
일부를 설명한다.
VAWG는 우선적으로 스토킹은 여성 피해자가 더 많으며, 인권, 특히 여성의 인
권을 근본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여성을
향한 폭력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유엔의 요청에 서명하고 비준하였다
(NPCC & CPS, 2018).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VAWG’로 분류되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 헌신하며, 이를 위해 접근방식 또한 함께하기로 하였다. 모든 VAWG 정책은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용의자와 범죄 피해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므로 남
성 피해자도 이 프로토콜에서 배제되지 않는다(NPCC & CPS, 2018).
경찰서장은 관리 지역 내 범죄 행위의 수사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
며, 검찰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형사 기소를 담당하는 주요 기소 기관이다. 검
찰청은 스토킹과 괴롭힘 행위를 한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노력한다(NPCC & CPS, 2018). 특히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스토킹 및 괴롭힘 행위를 인지하고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
다면 가해자의 행동은 계속될 것을 명심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행위가 제재되
지 않는 상황은 피해자들이 성폭행 또는 살인과 같이 더 심화된 위험에 노출되도록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험은 신중하게 평가되어야만 한다. 또한, 가해자
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끼치는 위험뿐만이 아닌 자녀, 부양가족, 가족 구성원,
친구 등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도 관련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NPCC &
CPS, 2018).
이 프로토콜은 괴롭힘 방지법 (PHA 1997)의 2조항, 2A조항, 4조항, 4A조항에 따
른 조사 및 기소에 관한 원칙을 명시하며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스토킹 행위를 다
루고자 한다(NPCC & CPS, 2018). 이 프로토콜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
다. : 1) 스토킹 및 괴롭힘 사건의 인지, 조사 및 기소를 개선하고 일관된 성과를 달
성하기 위함, 2) 스토킹 및 괴롭힘에 대해 강력하고 적절한 형사사법 대응을 보장하
기 위함, 3) 스토킹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 간 빠르고 효과적인 연계를 구축, 4)
스토킹 및 괴롭힘 사건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5) 스토킹 및 괴롭힘 사건을 다
루는 형사사법제도(CJS)의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장을 위함, 6) 경찰교육원/협
회(College of Policing)의 공인된 전문 실무 교육과 검찰 방침을 반영하기 위함.
(NPCC & CPS, 2018).

(가) 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리

프로토콜에서 ‘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리’ 단계에서 명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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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사에 착수하면서부터 경찰관들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심문하는 것이 중요
하다(NPCC & CPS, 2018). ‘NPCC와 CPS의 스토킹 또는 괴롭힘 증거 공동 체크리
스트(The Joint NPCC and CPS Stalking or Harassment Evidence Checklist, the
Checklist)’가 이 프로토콜 전반에 참조되고 있으며, 수사관과 검찰은 이를 조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 사건에는 ‘CPS와 NPCC의 가정폭력 증거 공
동 체크리스트(the Joint CPS NPCC Domestic Abuse Evidence Checklist)’가 참고
되어야 한다(NPCC & CPS, 2018).
경찰과 검찰은 스토킹 및 괴롭힘 행위는 연속적이면서 장기적일 수 있는 강박적
인 성격의 행동이 특징적인 것을 필히 이해하여야 한다(NPCC & CPS, 2018). 이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시에 경찰은 모든 진술을 균형이 있게 고려하고, 얻을 수 있
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용의자의 동기, 행동, 배경 및 상황, 더불어 고소
인23)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탐색해야 한다(NPCC & CPS, 2018).
경찰이 용의자가 제시할만한 변론에 대응하고자 조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이 고려될 수 있다(NPCC & CPS, 2018).
(1) 체포 당시 용의자에게 부상의 흔적이 있는지
(2) 스토킹, 괴롭힘,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다른 비폭력적 행동에 대한 진술이 있는
지
(3) 용의자의 진술은 얼마나 타당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만약 고소인의 진술과 반
대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반론이 제기되었는지
(4) 용의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
(5) 용의자는 자신이 혐의를 받는 행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범한 것은 인정하나,
고통이나 불안을 초래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지
(6) 피의자는 고소인이 자신의 의도를 오해했다고 믿는지, 그에 대해 어떠한 설명
을 하는지
(7) 용의자의 행동이 비합리적이라는 증거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8) 용의자가 고소인을 쫓는데 과도한 수준의 시간, 노력, 자원을 투자했다는 증거
가 있는지
(9) 용의자의 행동이 고소인에게 불안이나 고통을 초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10) 직장 동료와 친구를 포함한 주변 증인, 소셜 미디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입
수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증거를 고려하였는지
(11) 또 다른 고소인의 정보와 같은 관련 정보, 또는 전과 포함한 과거의 나쁜(부
정한) 성격의 정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12) 용의자는 인터뷰 도중 불리한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물음에 답변하지 않
기를 택하였는지(no comment)
(13) 용의자는 자신의 행동이 다음과 같다고 말하는지: a) 범죄 예방 및 탐색을
목적으로 추진, b) 법률 및 법률규범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어떤 사람이
23) 프로토콜에서는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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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한 조건이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추진, c) 특정 상황에서는 그러한 행
동이 합리적이었음(NPCC & CPS, 2018).
이와 더불어 스토킹 및 괴롭힘 행위의 사건인 경우, 특히 다른 범죄와도 관련하여
의심되는 행위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는 디지털 범죄, 기물 파손 및 악의적
통신행위 등의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나타날 수 있다(NPCC & CPS, 2018).
경찰과 검찰은 고소인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지배적이며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동, 즉 스토킹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NPCC & CPS, 2018). 이러한 학대적인 행위의 발단을 알아내는
것은 범죄 행위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범죄 행위와의 인
과 관계보다는 위험요인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검찰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거나,
보석 신청 및 접근금지 명령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된다(NPCC & CPS, 2018). 이와
더불어 경찰과 검찰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행위를 둘 다 사용하는 상황과 같이 동
시에 두 가지 유형 이상의 행위가 발견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NPCC & CPS,
2018).
고소인의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은 사건에 대한 그들의 이해, 기억력 및 집중
력, 의사소통 능력에 의존된다(NPCC & CPS, 2018). 진술의 상세 내용이나 정확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다양한 논점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에는 약물 및 음주
남용, 정신건강 또는 신체적 장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이와 관련하
여 ‘취약한 피해자가 연관된 여성에 대한 폭력 도구(the Toolkit for Prosecutors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Cases Involving Vulnerable Victims)’를 적극
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NPCC & CPS, 2018).
경찰은 ‘가정폭력, 스토킹, 명예 기반 폭력 위험성 평가도구(the Domestic Abuse,
Stalking and Honour Based Violence risk assessment(DASH))’ 또는 그 외 적절한
위험성 평가 및 식별 도구(예를 들어 스토킹 및 괴롭힘 스크리닝 도구(예를 들면
Screening Assessment for Stalking and Harassment (SASH)) 포함)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위험을 평가하도록 해야 하며, 스토킹 및 괴롭힘의 모든 고소인과 관련하
여 보호 수단 계획 및 진행을 안내해야 한다(NPCC & CPS, 2018). 초기 대응 요원
및 그 감독관은 각각 사건의 위험요인이 무엇이며, 누가 위험에 처해 있고, 어떤 수
준의 개입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NPCC & CPS, 2018). 이에 따라 위험성 평가
및 식별 도구를 사용하는 법과 이를 적용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식별하는 절차는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NPCC &
CPS, 2018). 사건과 상황은 신속히 진행되고 계속 변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
해자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위험성 평가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 사건이 고위험 사건이라면 다양한 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련 위험 관리 위원회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NPCC & CP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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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가정폭력의 경우 다기관 위험성 평가 협의회(Multi-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 MARAC), 다기관 공공 보호 위원회가 있다(NPCC &
CPS, 2018).
경찰은 혐의가 제기된 각각의 사건들이 단독적으로 검토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소인이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의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경찰은 행동 패턴을 발견
할 수 있는 이와 연관된 다른 사건이 보고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시스템
을 확인해야 한다(NPCC & CPS, 2018). 또한, 사건이 검찰에 전달되면 검사는 검찰
청 사례 관리 시스템(Case Management Systme, CMS)에서 고소인이나 용의자의
이름을 검색하여 이전에 유사한 행동의 기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NPCC &
CPS, 2018).
스토킹 및 괴롭힘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용의자를 두려워할 가능성이 크다. 사건
이 심각한 경우, 고소인들은 용의자에 의해 폭행을 당하거나, 해를 입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NPCC & CPS, 2018).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
은 모든 사건에서 발견되지는 않으므로 혐의가 제기된 행위 및 활동에 대응하기 위
하여 고소인은 미묘한 정도일지라도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필수
적으로 질문하여야 한다(NPCC & CPS, 2018).
괴롭힘 사건으로 확인된 각각의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이 스토킹 사건
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평가하고, 고소인과 용의자 모두에게 적절한 위
험성 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 짐으로써 형사사법제도(the Criminal Justice System)
가 그 사건에 대해 적절하고 일관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PCC &
CPS, 2018).
또한, 스토킹 범죄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하는 것과 같이 온라인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 ‘온라인’ 스토킹을 조사하는 원칙은 모든 스토킹 조사에 적용되는 원칙
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사관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송된 것들을 기
소하기 위한 검찰의 지침을 파악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NPCC & CPS, 2018).

(나) 연계 및 기소

프로토콜에서 ‘연계 및 기소’ 단계에서 언급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검찰은 적절하다 판단이 되는 경우 조건부 보석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경찰
에게 알린다(NPCC & CPS, 2018). 이 과정에서 용의자를 자진 출석하도록 할 것인
지 또는 우편 출두요구서를 보낼 것인지를 결정할 시, 이 사건이 형사사법제도 절
차에 의해 진행됨에 따라 경찰은 고소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호가 제한될 수 있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NPCC & CPS, 2018). 이는 고소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한명령 부과에 대한 한계나 이후 추가적 재범위험 측면에 모두 해당
되는 사항이다(NPCC & CPS, 2018).
만약 용의자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하기 이전에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찰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NPCC & CPS, 2018). 경찰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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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반을 고소인에 향한 스토킹 및 괴롭힘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더불어 보석 위반, 추가 범죄, 적절한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스토킹 범죄
로 기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임하게 된다(NPCC & CPS, 2018).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은 이전에는 적용할 근거가 충족되지 않았던 경계평가
(the Threshold Test)24)가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NPCC & CPS, 2018).
검사들은 사건의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사건 담당자와 조기에 회의
하고 피해자 보호 기관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이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
가 범죄가 처리될 수 있게 하므로 중요하다(NPCC & CPS, 2018). 스토킹 행위는
종종 심각도와 빈도가 증가하기도 하며 그로 인해 고소인의 피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NPCC & CPS,
2018).
(다) 사건 준비
프로토콜에서 ‘사건 준비’ 단계에서 명시된 중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검사는 경찰 및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상의 증거가 수집되어 법원에 제
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PCC & CPS, 2018). 사건은 선입견, 관련된 신념 및 고
정관념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명확한 서술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건을 앞서 주
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검찰팀이 필요하다
(NPCC & CPS, 2018).
만약 용의자가 유죄를 인정할 것이 확인된다면, 경찰은 통상적인 자료 외에 피해
자 개인 진술서와 함께 위험 스크리닝 도구 사본 및 기타 관련 위험성 평가 사본을
검찰에 제공해야 한다(NPCC & CPS, 2018). 용의자의 금지명령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조건에 대한 고소인의 의견 또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게 가하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이 정보는 가능한 한 빨리 검찰에게 제
공되어야 한다(이상적으로는 기소 전 구금 요청 시). 이는 결과적으로 보석 신청과
금지명령 또는 범죄 행위 명령(Criminal behvaiour orders25))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NPCC & CPS, 2018).
만약 고소인이 경찰에게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기를 요청하거나 기소를 위한 협
조를 철회한다면, 경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협조 철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함
(2) 원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해야 함
24) 경계 평가(the Threshold test)를 적용하려면 4가지 사항이 만족되어야 함: 1) 수집된 증거로 전체
준칙 평가(the Full Code Test)를 충족하기엔 불충분함, 2) 합리적인 기간 안에 추가 증거 획득이
가능함을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 3) 사건의 심각성 및 주변 상황은 즉각적인 약식 명
령 청구가 타당해 보임, 4) 1976년 보석법(Bail Act 1976) 하에 보석을 반대할 근본적인 근거가 존
재(김철수, 2012). 만약 검찰로 이미 송치된 사건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시, 사건
은 다시 경찰로 이송되며, 경찰관은 구금을 지속할지 보석으로 석방할지를 고려해야 함(김철수,
2012).
25) Criminal Behaviour Orders(CBOs)란 심각하고 지속적인 반사회적 행동을 다루기 위한 명령으로
징역 또는 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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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술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
(4) 고소인이 타인에 의하여 진술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5) 고소인이 사건에 대해 논의한 사람들, 특히 조언을 준 사람들(예시: 변호사)의
세부 사항
(6)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추진 중인지에 대한 여부. (NPCC & CPS, 2018).
이와 더불어 경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공하게 된다.
(1) 진술의 진실성, 증인의 협박 또는 압력의 의혹(철회 진술에 포함되지 않은 경
우), 고소인이 제시한 철회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 사건에 대한 경찰
관의 의견
(2) 고소인의 의사와는 반대되는 절차(즉 기소를 진행) 등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야 하는지에 대한 경찰관의 의견
(3) 증거 제출을 강제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내용
(4) 고소인, 자녀 및 그 외의 관련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확인된 위험의 세부
사항
(5) 진술 및 협조가 철회되기 이전 고소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세부 사
항과 이러한 지원이 의견에 변화가 생긴 것인지에 대한 여부(예를 들면, 스토
킹 지원 사회복지사(Independent Stalking Advocacy Caseworker, ISAC), 가
정폭력 자문가(Independent Domestic Violence Advisor, IDVA), 청소년 폭력
자문가(Young Persons Violence Advisor, YPVA), 성폭력 자문가
(Independent Sexual Violence Advisor, ISVA) 등과의 면담, 그 외 지원 기관
및 특수 지원 제공 여부 등)
(6) 고소인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의견을 나타냈는지에 대한 여부
(7) 소송을 진행하거나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과 자녀 및 부양가족에게 미
칠 영향. (NPCC & CPS, 2018).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소인의 철회가 다른 사유(예시. 강요 및 압박, 주
변인의 권유 등)에 의한 것이 아닌 피해자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재고려하게
된다. 만약 고소인이 압박을 받았거나 두려움에 의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의심이 되
는 경우,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제공되었던 지원을 평가하며, 전문지원 서
비스의 개입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결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NPCC & CPS, 2018). 검사는 적절한 경우 법원에 이러한 절차가 진
행될 수 있도록 심리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고소인이 자신의 진술이 사실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철회를 원한다면, 경찰과 검찰은 고소인의 증거없이도
진행이 가능한지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소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NPCC & CPS, 2018).
증인 소환은 최후의 수단이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고소인의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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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wellbeing)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NPCC & CPS, 2018). 일부 고소인은
소환장(summons) 자체를 ‘법정에 출석하는 수밖에는 선택권이 없다는 자신의 상황’
을 입증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는 고소인과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
(NPCC & CPS, 2018). 고소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꺼리는데 기소를 진행하는
데 사건 증명에 고소인의 증거만이 유일한 상황이라면, 「중대 조직범죄 및 경찰법
2005(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 제169조에 따라 법원이 이
러한 결정이 정의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시 증인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허
용한다(NPCC & CPS, 2018).
증인 소환 신청을 결정하기 이전, 검찰은 고소인, 자녀 및 부양가족의 안전이 위
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철저
히 조사해야 한다(NPCC & CPS, 2018). 이러한 정보는 경찰 또는 고소인을 지원하
는 전문기관과 같은 기타 출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검사
를 위한 검찰청 가정폭력 지침(the CPS Domestic Abuse Guidelines for
Prosecutors)’ 내 ‘증인 소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NPCC & CPS, 2018).

(라) 피해자 지원

프로토콜에서 ‘피해자 지원’ 단계에서 일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수사가 시작될 때, 경찰은 고소인이 관련 전문가 지원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소인은 전문지원 서비스(국가 및 지역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그
들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NPCC & CPS,
2018).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사건들이 형사사법 체계를 가장
신뢰를 하고 있지 않은 집단, 즉 가장 취약한 계층의 고소인과 증인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NPCC & CPS, 2018). 또한, 그들은 형사사법
절차 진행뿐이 아니라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스
토킹 및 괴롭힘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행동 강령: 검찰청 법률 지침
(Victims’ Code)’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 지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NPCC &
CPS, 2018).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 조력에 대한 그
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든 스토킹 및 괴롭힘 사건에 대해 경찰은 누가 그들의 특정 연락지점(specific
point of contact, SPOC)이 될 것인지와 선호하는 연락 수단(전화, 문자, 이메일 등)
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NPCC & CPS, 2018). SPOC의 신원은 검찰 및 증인
지원팀과 공유되어야 하며, 누가 고소인과 의사소통하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
을 기록할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NPCC & CPS, 2018). SPOC가 변경되
거나 결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승계에 대한 계획도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효
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안전한 번호와 연락 방법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NPCC & CP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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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의 처음부터 경찰관은 고소인과 그들의 지지자에게 이용 가능한 특수
지원과 그에 대한 장단점을 안내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에는 형사사법 절차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도 포함된다(NPCC & CPS, 2018). 경찰은 고소인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여 어떠한 특수 지원이 신청되었는지 안내한다. 검찰은 가능한 한 빨
리 특수 지원, 용의자의 악성/나쁜 성격(bad character26)),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등에 대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공판 전 친화를
위한 방문(pre-trial familiarisation visits)’과 같이 증인 지원팀에 의하여 지원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안내해야 한다(NPCC & CPS, 2018). 특수 지원과 관
련하여 증인의 요청 사항을 조사하고, 수사관이 증인의 의견을 검찰에 알릴 수 있
도록 경찰과 검찰은 조기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것 또한 검토하게 된다
(NPCC & CPS, 2018).
위에 일부 소개된 영국의 ‘스토킹과 괴롭힘 범죄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경찰청장
협의회와 검찰청 간 프로토콜’은 스토킹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뿐만이
아닌 재판,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아울러 경찰과 검찰 간 행해야 하는 필수 사항과
그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행위를 정확히 평가하고 검거하며 성공적인
기소로 연결하여 피해자를 분명히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인된다. 특히 스토킹
범죄 행위의 정확한 위험성 평가가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를 위험으
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용의자가 제시할 만한 변론에 대하여
수사관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스토킹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
과 관련된 사항, 다양한 스토킹 유형, 조건부 보석과 관련된 피해자의 위험 노출,
피해자가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및 대응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영국에
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는 것이 확인되는 바이다.

4) 호주
① 스토킹 정의 및 범위

온라인 스토킹을 포함한 스토킹 범죄는 주 및 준주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주 및
준주 정부의 입법 책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는 영연
방 경찰이 아닌 주 및 준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모든 주 및 준주에서는 스토
킹 범죄와 관련된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도 스토킹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Australian Federal Police, n.d.). 호주에서는 퀸즈
랜드에서 처음으로 1993년에 반-스토킹 법이 시행되었다.

(가) 남호주

남호주 「1935 형법 강화법(South Australia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26) 용의자의 ‘나쁜’ 성격을 입증하는 증거로 전과나, 범죄가 아니어도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범하였다
는 증거, 더 나아가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성향을 입증하는 증거가 모두 포함됨(김호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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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의 s.19AA에서 불법 스토킹(Unlawful Stalking)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다.
South Australia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s.19AA ‘Unlawful Stalking’

(a) 최소 두 개의 개별적 상황에서,
(1)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2) 상대방의 주거지 바깥 또는 상대방이 자주 가는 다른 장소를 어슬렁거리거나,
(3) 상대방 소유의 재산/주거지에 들어가거나 간섭하거나,
(4) 상대방에게 불쾌한 자료를 주거나 보내거나, 상대방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불쾌한 자료를 남겨놓거나,
(4a) 인터넷 또는 상대방이 불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상대방의 주
의를 끄는 방식의 다른 정보통신기술 형태의 수단으로 불쾌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전송하거나,
(4b) 메일, 전화(관련 기술 포함), 팩스 전송, 인터넷 또는 합리적으로 불안이
나 공포를 유발할 것이라 예상되는 다른 형태의 정보통신기술 방법으
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과 관련된 타인과 소통하거나,
(5)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6) 합리적으로 상대방의 불안이나 공포를 촉발시킬 것이라 예상되는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b)(1)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끼치고자 의도한 사
람, 또는
(b)(2) 심각한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고자 의도한 사람. 타인을 스토킹 했을 시 기
본적인 범죄일 시 최대 징역 3년, 심화된 범죄일 시 최대 징역 5년에 처함.

스토킹 혐의를 받는 자는 법원이 스토킹에 성립된 혐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1935 요약범죄법 (Summary Offences Act 1935)」 s.7에 해당되는 공격행
위의 혐의에 만족한다면, 이는 공격행위의 혐의로 간주되며 공격행위로 유죄를 선
고할 수 있다(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1935).

(나) 퀸즈랜드 주

퀸즈랜드 주에서는 「1899 형법(Criminal Code Act 1899)」 359B에서 불법 스토
킹을 명시한다.
Queensland Criminal Code Act 1899 s.359B ‘Unlawful Stalking’
(a) 의도적으로 한 사람(스토킹 피해자)을 겨냥한 행동,
(b) 2회 이상 또는 1회의 장기적 행위인 경우,
(c) 아래와 같은, 또는 유사한 유형의 행위가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i) 따라다니거나,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지켜보거나, 접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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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화, 메일, 팩스, 이메일 또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던지 간에 상대방에게 접촉
하는 것,
(iii) 상대방의 주거지, 직장, 방문 장소의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거나 해당 장소를
지켜보거나, 접근하거나, 또는 들어가는 것,
(iv)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상대방이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곳에 불쾌한 자료를 두는 것,
(v)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쾌한 자료를 주는 것,
(vi)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굴거나 괴롭히는 것, 또는 협박하는 것(폭력을 사용하
는 것 또는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 여부와는 상관없음),
(vii) 가해자가 자신을 포함한 어떠한 개인 또는 재산에 대해 폭력 행동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d)(i)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27)에서 스토킹 피해자에게 불안 또는 폭력(또
는 재산에 대한 폭력)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는 행동, 또는
(d)(ii)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서 스토킹 피해자 또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손상을 야기하는 행동.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를 향한 행동임을 피해자가 자각하도록 가해자가 의도했는
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불법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잘못된
신념을 가졌는지도 중요하지 않다(359B(a) 해당). 이와 더불어, 스토킹 피해자를 향
한 행동이 다른 누군가 또는 다른 누군가의 재산과 관련하여 이뤄진 행동인지
(359B(a) 및 (b) 해당), 그 행위가 장기적으로 내내 이루어졌는지 또는 그 행위가
동일하거나 다른 행동으로 구성된 각각의 일이었는지(359B(b) 해당), 가해자가 앞서
언급한 불안, 공포, 또는 손상을 야기하고자 의도했는지(359B(d) 해당), 이러한 불안
이나 공포, 또는 폭력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359B(d)(i) 해당).
다음과 같은 행동은 불법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
Queensland Criminal Code Act 1899 s.359D ‘Particular conduct that is not
unlawful stalking’
(a) 법 집행이나 법률 집행, 법률에 의해 인가된 목적을 위한 행동,
(b) 진정한 산업에 대한 논쟁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 행동,
(c) 진정한 정치적 또는 다른 공공 논쟁 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를 목적으로
한 행동,
(d) 한 사람의 법적 교류, 사업 또는 직업을 위해 수행된 합리적인 행동,
(e) 정보를 얻거나 주는 것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보를 얻거나 주기
위해 행한 합리적인 행동.
27)

「1899 형법(Criminal Code Act 1899)」ch 33A에서 ‘상황(circumstance)’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a) 혐의가 제기된 스토커의 정황 (b) 혐의가 제기된 스토커에 의해 스토킹 당한 사람이 이미
알고 있거나 예견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 (c) 불법 스토킹을 둘러싼 상황 (d) 또 다
른 관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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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형법(Criminal Code Act 1899)」 s.359E에 의하여 불법 스토킹은 최대 5
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단,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폭력을 행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의도적으로 협박한 사람, 「1990 무기법(The Weapons Act 1990)」에
서 의미하는 무기를 소지한 사람 또는 영연방법이나 주법 치하의 법정, 재판소에서
부과한 경고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겠다고 위협한 사람은 최대 7
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가 범죄조직 활동을 수사하는 법
집행관일 때 불법 스토킹으로 여겨지는 행동을 한 사람을 최대 10년형의 징역에 처
할 수 있다. 법정은 불법 스토킹을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유죄이며 그에 따른 최대 처벌은 40개의
벌금 단위28) 또는 징역 1년이다.

(다) 빅토리아 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1958 형법(Crimes Act 1958)」에 따라 한 사람이 다음과 같
은 행동을 했을 경우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스토킹 가해
자를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Victoria Crimes Act 1958 s.21A ‘Stalking’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행동을 행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함
(a) 특정 피해자 또는 특정한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것,
(b) 특정 피해자 또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우편, 전화, 팩스, 문자, 이메일 또는 정
보통신기술 또는 다른 어떠한 수단으로든 접촉하는 것,
(b-a) 인터넷, 이메일,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진술 또는 자료를 공
개하는 것,
(i) 특정 피해자 또는 특정한 누군가와 관련된 경우,
(ii) 특정 피해자 또는 특정한 누군가와 관련되거나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b-b) 특정 피해자 또는 특정한 누군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컴퓨터에 무단으
로 컴퓨터 기능29)을 발생시키는 것,
(b-c) 특정 피해자 또는 특정한 누군가의 인터넷, 이메일 또는 다른 정보통신기
술 사용을 추적하는 것,
(c) 특정 피해자 또는 특정한 누군가의 거주지나 직장, 또는 자주 방문하는 장소
에 들어가거나 바깥 또는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
(d) 특정 피해자 또는 특정한 누군가의 소유 재산에 간섭하는 것(가해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da) 특정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
(db) 특정 피해자에게 또는 특정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모욕적이고 불쾌한 단어
를 사용하는 것,
(dc) 특정 피해자에게 또는 특정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모욕적이고 불쾌한 행동
28) 하나의 벌금 단위: 2020년 6월 30일 기준 $1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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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
(dd) 특정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이고 불쾌한 행동을 하는 것,
(e) 특정 피해자 또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불쾌한 자료를 주거나, 특정 피해자 또
는 특정한 누군가가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불쾌한 자료를 두는 것,
(f) 특정 피해자 또는 특정한 누군가를 감시하는 것,
(g)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경우,
(i) 특정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피해자의 자해 포함)를 입히는
것,
(ii) 특정 피해자의 안전이나 특정한 누군가의 안전에 대해 우려 및 두려움
을 유발하는 행위,

가해자가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해를 끼치거나 불안 또는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을 알고 있거나 마땅히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가
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끼치거나 피해자의 안전에 대해 불안
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려는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간주한다. 단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이러한 조항들에 적용되지 않는다.
Victoria Crimes Act 1958 s.21A ‘Stalking’
(2)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실시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
니함.
(a) 형법 집행,
(b) 모든 법의 집행,
(c) 금전상의 처벌을 부과하는 법의 집행,
(d) 영장 집행,
(e) 공공 이익의 보호.

빅토리아 주 법으로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
와 관련된 일부 또는 모든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빅토리아 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면, 해당 행위가 빅토리아 주 밖에서 일어났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스토
킹 범죄와 관련된 일부 또는 모든 행위가 빅토리아 주에서 발생한 한, 피해자가 해
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빅토리아 밖에 있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라) 태즈매니아 주

태즈매니아 주의 「1924 형법(Criminal Code Act 1924)」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스토킹 및 괴롭힘(Stalking and Bullying)’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9) (a) 컴퓨터에 보관된 데이터에 무단 접근, (b) 컴퓨터에 보관된 데이터 무단 수정, (c) 정보통신기술
무단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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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mania Criminal Code Act 1924 s.192 ‘Stalking and Bullying’
(1) 자해나 극심한 수치심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해를 입히
거나 불안 및 공포를 주려는 목적으로 명시된 행동을 한 개 이상 행한 자:
(a) 특정 인물 또는 제3자를 따라다니는 것,
(b) 특정 인물 또는 제3자를 감시하는 것,
(c) 특정 인물 또는 제3자의 주거지, 직장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것,
(d) 특정 인물 또는 제3자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것,
(e) 특정 인물 또는 제3자의 사유 재산에 대해 간섭하거나 들어가는 것.
(e-a) 특정 인물 또는 제3자를 협박하는 것,
(e-b) 특정 인물 또는 제3자를 향해 모욕적이고 불쾌한 행동을 하는 것,
(f) 특정 인물 또는 제3자에게 불쾌한 자료를 보내는 것, 그들이 그 자료를 발견
하거나 건네기 쉬운 장소, 주의를 끌 수 있는 장소에 그 자료를 두는 것,
(g) 특정 인물 또는 제3자가 발견하거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이든 이용하여 불쾌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전송하는 것,
(h)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할 것이라 예상되는 방식으로
인터넷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것,
(i) 특정 인물 또는 제3자에게 우편, 전화, 정보통신기술 또는 그 외 다른 통신수
단으로 연락하는 것,
(j) 특정 인물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자해나 극심한 수치심을 포함)를 입히
거나, 불안 및 공포를 주려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여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거나 두 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는 스토킹 및 괴롭힘
행동을 저질렀다고 간주되며, 두 번 이상 스토킹 및 괴롭힘 범죄 발생이 확인될 시
에는 각각의 행위가 동일한 유형이었는지 다른 유형이었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이 행한 스토킹 및 괴롭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자해를 하게
만들거나 극심한 수치심을 포함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입히거나 불안 및 공포
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마땅히 알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범죄를 행한 것으
로 간주한다.
빅토리아 주와 유사하게 태즈매니아 주에서도 스토킹 행위의 발생 위치에 대한
조항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스토킹 및 괴롭힘 행동의 (f), (g), (h) 또는 (j)에 해
당하는 행동을 가해자가 태즈매니아 주 외부 또는 부분적으로 외부에서 행했지만
이러한 행동과 태즈매니아 주 사이에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이러
한 행동이 전부 태즈매니아 주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취급된다. 실제적이고 실질적
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스토킹 및 괴롭힘 행동의 중요한 부분이 태즈매니아 주에
서 발생한 행동과 관련되거나 연관된 경우와 실질적인 피해가 태즈매니아 주 내에
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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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호주 수도 준주

호주 수도 준주는 불안과 공포를 주려는 의도, 해를 끼치려는 의도, 괴롭히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는 것을 금지한다.
Australia Capital Territory Crimes Act 1900 s.35 ‘Stalking’

(2) 다음 항목을 한 개 이상 최소 두 번 행한다면 타인(스토킹 피해자)을 스토킹한
것으로 간주됨:
(a) 타인을 따라가거나 접근하는 것,
(b) 타인의 거주지, 직장 및 방문 장소 근처를 어슬렁거리거나, 지켜보거나, 접근
하거나, 들어가는 것,
(c) 타인을 감시하는 것,
(d) 타인이 소유한 재산에 간섭하는 것,
(e) 타인에게 불쾌한 자료를 주거나 보내거나, 또는 발견되기 쉬운 장소, 건네기
쉬운 장소, 주의를 끌 만한 장소에 두는 것,
(f) 타인에게 전화하거나 전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접촉함,
(g) 타인과 관련된 내용의 전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냄,
(h) 타인과 관련된 내용의 전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접근 가능토록 함,
(i) 타인에게 불안 및 두려움을 줄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은밀하
게 행동하는 것,
(j) 타인에게 협박, 괴롭힘 및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것.
(3) 단 해당 행위가 불법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행해진 업무의 일환 또는 직업적
활동이라면 스토킹으로 간주하지 않음.

스토킹 피해자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거나 걱정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법원
은 스토킹 범죄가 가해자에게 내린 법원의 경고 또는 명령의 위반과 관련이 있거나
가해자가 공격용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최대 징역 5 년을 선고하며 그 외의
경우는 징역 2 년을 선고한다.

② 사법기관의 개입

호주의 각 주 및 준주에 따라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 또는
치안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Personal Safety Intervention Order, PSIO) 신청이 가
능하고, 이에 따라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표 16> 참조).
<표 16> 호주의 접근금지 명령
주 및 준주
접근금지 명령
남호주
개입 명령 (Intervention Order, IO)30)
서호주
폭력금지 명령 (Violence Restraining Order, VRO)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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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퀸즈랜드
태즈매니아
뉴사우스웨일즈
호주 수도 준주
노던 준주

개인안전 개입 명령
(Personal Safety Intervention Order, PSIO)32)
보호 명령(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 DVPO)33)
금지 명령(Restraint Order, RO)34)
개인폭력금지 명령
(Apprehended Personal Violence Order, APVO)35)
개인 보호명령 (Personal Protection Order, PPO)36)
개인폭력 접근금지 명령 (Personal Violence Order, PVO)37)

특히 빅토리아 주에서는 경찰이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구내에 있다
고 판단하거나 해당 구내 점유자의 암묵적 혹은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영장 없
이 어떤 구내든 들어가거나 수색할 수 있다(Government of Victoria, 2020). 가해자
가 PSIO 를 위반한 구내에 있다면, 경찰은 필요할 경우 진입을 위해 합리적인 무력
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들어가거나 수색해야 하
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장 없이 구내 또는 차량에 진입하거나
이를 수색할 수 있다(Government of Victoria, 2020). 단, 스토킹이 가족 구성원 간
에 발생했을 경우, 뉴사우스웨일즈 주, 빅토리아 주 등에서는 이를 가정폭력으로 취
급하여 경찰은 가정폭력 수사 실무 규범(New South Wales Police, 2018; Victoria
Police, 2019)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등 특정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해
야 한다.

30)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Attorney-General’s Department. (2009). Intervention
Orders(Prevention of Abuse) Act 2009. Retrieved from
https://www.legislation.sa.gov.au/LZ/C/A/INTERVENTION%20ORDERS%20(PREVENTION%20
OF%20ABUSE)%20ACT%202009/CURRENT/2009.85.AUTH.PDF
31) Magistrates Court of Western Australia. (2020). Restraining Orders. Retrieved from
https://www.magistratescourt.wa.gov.au/R/restraining_orders.aspx
32) Government of Victoria. (2020). Personal Safety Intervention Orders Act 2020. Retrieved from
https://content.legislation.vic.gov.au/sites/default/files/2020-10/10-53aa027%20authorised.PDF
33) Domestic Violence Resource Centre Victoria. (n.d.). LEGAL GUIDE TO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S IN QUEENSLAND. Retrieved from
https://www.dvrcv.org.au/sites/default/files/ReCharge-Legal-Guide-QLD-AVO.pdf
34) Youth Law Australia. (2020). Restraining orders. Retrieved from
https://yla.org.au/tas/topics/courts-police-and-the-law/restraining-orders/
35) New South Wales Police. (2018) Code of Practice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Booklet.
Retrieved from
https://www.police.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16/165202/Code_of_Practice_for_the_NSW
PF_response_to_Domestic_and_Family_Violence.pdf
36) Government of Australia Capital Territory. (2016) Personal Violence Act 2016. Retrieved from
legislation.act.gov.au/View/a/2016-43/current/PDF/2016-43.PDF
37) Government of Nothern Territory. (2016) Personal Violence Order. Retrieved from
https://nt.gov.au/law/courts-and-tribunals/domestic-violence-orders/personal-violence-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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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스토킹 피해 경험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 측정도구
3.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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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경험을 설문조사를 통
해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 게시된 설문
에 대한 홍보를 보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본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7> 참고).
스토킹 피해 경험 설문에 응답한 자는 총 256명으로 여성이 245명(95.7%), 남성
이 11명(4.3%)으로 여성 응답자들이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세 이상～39세 이하’가 106명(41.4%), ‘19세
이상～29세 이하’가 104명(40.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40세 이상～
49세 이하’는 33명(12.9%), ‘19세 미만’과 ‘50세 이상～59세 이하’는 각각 7명(2.7%)
과 6명(2.3%)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학력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 졸업’이 160명(65.5%)으로 가장 많은 것으
로 확인되었고, 이어서 ‘대학원 석사 졸업’ 39명(15.2%), ‘2년제 대학 졸업’ 25명
(9.8%), ‘고등학교 졸업’ 19명(7.4%), ‘대학원 박사 졸업’ 11명(4.3%), ‘중학교 졸업
이하’ 2명(0.8%)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의 경우,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48.4%, 124
명)이 서울에 거주하였으며 그다음으로 경기도가 19.9%(51명)로 많았다.
<표 17>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정보 (n=256)
구분
분류
여성
성별
남성
19세 미만
19세 이상～29세 이하
30세 이상～39세 이하
연령
40세 이상～49세 이하
50세 이상～59세 이하
60세 이상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 졸업
학력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석사 졸업
대학원 박사 졸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거주지
대전
광주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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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명) 비율(%)
245
95.7
11
4.3
7
2.7
104
40.6
106
41.4
33
12.9
6
2.3
0
0
2
0.8
19
7.4
25
9.8
160
62.5
39
15.2
11
4.3
124
48.4
14
5.5
18
7.0
4
1.6
4
1.6
5
2.0
3
1.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51
2
3
2
5
4
3
8
4
2

19.9
0.8
1.2
0.8
2.0
1.6
1.2
3.1
1.6
0.8

2) 연구 대상의 스토킹 피해 관련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18> 설문 응답자의 스토킹 피해 관련 인구통계학적 특성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19세 미만
64
25.0
173
67.6
19세 이상～29세 이하
귀하가 스토킹 피해를 당한
16
6.3
30세 이상～39세 이하
3
1.2
40세 이상～49세 이하
첫 피해 연령은 언제입니까?
0
0
50세 이상～59세 이하
60세 이상
0
0
중학교 졸업 이하
26
10.2
고등학교 졸업
58
22.7
스토킹 피해 당시, 귀하의
2년제 대학 졸업
21
8.2
4년제 대학 졸업
132
51.6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원 석사 졸업
16
6.3
대학원 박사 졸업
3
1.2
설문 응답자가 스토킹 피해를 처음 겪은 연령 분포를 보면 ‘19세 이상～29세 이하’

가 173명(67.6%)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9세 미만’ 64명(25.0%), ‘30세 이상～39세 이하’ 16명(6.3%), ‘40세 이상～49세 이
하’ 3명(1.2%) 순을 이루었다(<표 18>참고). 특히, 29세 이하가 전체 응답자 중
92.6%에 달하는 237명이 29세 전에 스토킹 피해를 처음으로 당했다고 응답을 하였
는데, 이는 본 설문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고 연령의 피해자들은 설문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스토킹 피해 당시 설문 응답자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가 132
명(51.6%)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58명(22.7%), ‘중학교 졸업 이하’가
26명(10.2%), ‘2년제 대학 졸업’이 21명(8.2%), ’대학원 석사 졸업‘이 16명(6.3%), ’대
학원 박사 졸업‘이 3명(1.2%) 순으로 나타났다(<표 18>참고).
스토킹 피해 당시 피해자의 고용상태는 ‘아르바이트나 직업이 없는 학생’인 경우
가 전체 응답자 256명 중 108명(4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아르바이트나
직업을 가진 학생’인 경우가 62명(24.2%)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살펴보면 ‘정규직’인
- 60 -

경우가 39명(15.2%), ‘비정규직’인 경우가 34명(13.3%), ‘휴직 혹은 실업 상태’인 경
우가 12명(4.7%), ‘가사전담’인 경우가 1명(0.4%)으로 나타났다(<표 19>참고).
<표 19> 스토킹 피해 시, 고용상태와 직업군 (n=256)
구분
분류
정규직
비정규직
스토킹 피해 당시,
휴직 혹은 실업 상태
귀하의 고용상태는
아르바이트나
직업을 가진 학생
어디에
아르바이트나 직업이 없는 학생
해당합니까?
정년퇴직 상태
가사전담
고위관리직(기업체경영주, 기업체간부,
고급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언론인,
예술가, 프로그래머 등)
준전문직(건축도안사, 컴퓨터보조원,
임사병리사, 준교사, 운동선수 등)
스토킹 피해 당시,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등)
귀하의 직업군은
서비스/판매직
어디에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기능직/생산직
해당합니까?
장치 및 기계 관련직(장치 조작원, 기계
조작원, 운전기사 등)
단순 노무직(미화원, 관리원, 노무자 등)
가사전담
학생
무직

빈도(명) 비율(%)
39
15.2
34
13.3
12
4.7
62
24.2
108
42.2
0
0
1
0.4
1
0.4
29
11.3
5
2,0
30
11.7
39
15.2
1
0.4
0
0
0
0
0
0
1
0.4
141
55.1
9
3.5

스토킹 피해 당시 직업군은 ‘학생’이 141명(55.1%)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서
비스/판매직’이라고 응답한 수는 39명(15.2%),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등)’이라고 응
답한 경우는 30명(11.7%),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언론인, 예술가, 프로그
래머 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9명(11.3%), ‘무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9명(3.5%),
‘준전문직(건축도안사, 컴퓨터보조원, 임상병리사, 준교사, 운동선수 등)’은 5명
(2.0%), ‘고위관리직(기업체경영주, 기업체간부, 고급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과
‘가사전담’은 각기 1명(0.4%)으로 나타났다(<표 19>참고).
<표 20> 스토킹 피해 시, 거주 지역 (n=256)
구분
분류
서울특별시
스토킹 피해 당시,
부산광역시
귀하가 거주했던 지역을
대구광역시
선택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 61 -

빈도(명) 비율(%)
120
46.9
18
7.0
15
5.9
7
2.7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세종특별시

6
5
2
51
2
1
3
7
2
6
9
2
0

2.3
2.0
0.8
19.9
0.8
0.4
1.2
2.7
0.8
2.3
3.5
0.8
0

스토킹 피해 당시 거주지는 서울특별시가 120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으로는 경기도 51명(19.9%), 부산광역시 18명(7.0%), 대구광역시 15명(5.9%) 등 인
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피해자의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0>참고).
<표 21> 스토킹 피해 시, 동거인 수와 주거 형태 (n=256)
구분
분류
1인 거주(귀하 단독 거주)
스토킹 피해 당시,
귀하 포함 2인 거주
귀하의 동거인 수는
귀하 포함 3인 거주
몇 명이었습니까?
귀하 포함 4인 이상 거주
아파트
스토킹 피해 당시,
단독주택
귀하의 주거 형태는
연립주택
오피스텔
어떠했습니까?
기타

빈도(명) 비율(%)
82
32.0
33
12.9
44
17.2
97
37.9
106
41.4
31
12.1
61
23.8
32
12.5
26
10.2

스토킹 피해 당시 응답자의 동거인 수는 ‘응답자 포함 4인 이상 거주’ 형태가 97
명(37.9%), ‘응답자 단독 거주’가 82명(32.0%), ‘응답자 포함 3인 거주’가 44명
(17.2%), ‘응답자 포함 2인 거주’가 33명(12.9%)으로 나타났다(<표 21>참고).
스토킹 피해 당시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106명(41.4%)으로 가장 많은 수로 나타
났다. 이어서 ‘연립주택’이 61명(23.8%), ‘오피스텔’이 32명(12.5%), ‘단독주택’이 31명
(12.1%)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체크하고 주관식으로 응답한 경우는 26명(10.2%)이었
는데, 응답으로는 ‘원룸’, ‘고시원’, ‘기숙사’ 등이 나타나 피해 당시 직업군이 학생이
많은 만큼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가 눈에 띄었다(<표 21>참고).
2. 측정도구
1) 스토킹 피해 경험에 대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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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은 스토킹 범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은 설문의 통계처리를 위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해 묻
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항목은 스토킹 피해 당시 피해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것으로 7
문항을 구성되어 있다. 스토킹 피해 당시 피해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스토킹 범
죄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며(송란희, 2018; Hellman & Kliem, 2015, Statistics
Canada. 2018), 사회적 지지가 결핍되었거나 약해졌을 때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
다고(Liqun Cao & Shun-Yung Kevin Wang, 2020) 보고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세 번째 항목은 스토킹 피해 횟수와 기간, 가해자의 수, 가해자의 성별 등과 같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묻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
성원(2008)과 박철현, 이상용, 진수명(2000)의 스토킹 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사
용된 문항을 참고하였다.
네 번째 항목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탐색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한국 여성의 전화 상담 건수에 대한
통계와 송란희(2018), Spitzberg(2002), Dutton과 Winstead(2011)의 연구에 따르면,
스토킹은 대부분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며, 관계의 친밀도가 깊을수록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설문
에도 가해자-피해자 관계와 친밀도 정도를 탐색하는 문항을 삽입하였다.
다섯 번째 항목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친밀했던 사이였던 경우 데이
트 폭력 또는 가정폭력이 발생했는지와 그러한 폭력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를 묻는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거 피해자와 가해자
의 친밀했던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후 발생한 스토
킹이 보다 심각하고 폭력적인 양상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rewster, 2002;
Mechanic 등, 2000; Meoly 1996, 1998, Tjaden과 Thoennes, 1998). 따라서 본 설문
에서도 과거 친밀했던 스토킹 가해자-피해자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 향후의 스토
킹에서의 폭력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섯 번째 항목은 스토킹 가해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여성가족부(2016)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의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
여 문항을 제작하였다.
일곱 번째 항목은 스토킹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종류와 정도에 대해서 묻는
24개의 문항(객관식 21문항, 주관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
원(2016)의 보고서 내용과 신성원(2008),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2015)의 연구를 참
조하여 문항을 제작하였다.
여덟 번째 항목은 스토킹 피해자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묻는 11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스토킹 피해 정도 및 지속여부가 피해자가 선택한 대처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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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한 이봉한(2011)의 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피해자의 대
처방법이 피해 정도와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하였다.
아홉 번째 항목은 스토킹 관련 법적, 제도적 인식에 대해서 묻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도가 피해자의 대처 방안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피해 정도와 지속여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이봉한, 2011) 본 설문에
응답한 스토킹 피해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도와 대처방안,
피해 정도와 지속여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해당 문항은 2020년 12월 29
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용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마지막 항목은 주관식 형태의 1문항으로 스토킹 피해로 인해 제일 어렵게 느껴졌
던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구성되었다. 스토킹 피해자의 목소
리를 통해 스토킹 피해의 심각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것은 보다 실효
성 있는 스토킹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할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
에 본 설문에도 삽입하였다.
본 연구의 맨 앞과 중간, 맨 뒤에는 지원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전화
번호를 명시하였다. 이는 설문의 문항이 스토킹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기
록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에 응답을 하던 중 응답자가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스토킹
피해 경험이 떠올라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
이다.
3. 연구 절차
본 [스토킹 피해 경험에 대한 설문]은 2021년 2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총
15일간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
계 상향으로 설문조사를 대면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상
에서 구글 설문지 양식을 통해 응답을 받았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스토킹
범죄의 특성(송란희, 2018; Hellman & Kliem, 2015, Statistics Canada. 2018)을 고
려하여 상대적으로 여성 청취자 비율이 높은 두 곳의 팟캐스트에 설문에 대한 홍보
를 내 응답자를 수집하였다. 또한 여성 팔로워 비율이 높은 트위터 이용자 두 명에
게 설문에 대한 홍보 트윗 게시를 부탁하는 방법으로도 설문 응답자를 수집하였다.
설문 응답자를 대상으로 응답 성실도를 확인한 후 사례를 지급하였다. 응답 성실도
확인은 스토킹 피해 경험을 가장하여 보고한 사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진행되었
다.
본 스토킹 피해 경험에 대한 설문 응답자는 총 271명이었는데, 스토킹 피해 경험
이 없다고 체크한 후 피해 경험을 가장하여 설문에 응답한 2명과 스토킹 피해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모든 문항에 같은 번호로 응답을 하였거나 눈에 두드러지
게 비일관된 응답을 하였던 5명의 응답은 데이터 선별 과정을 통해 확인되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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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거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문항의 내용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기타에 체크를 한 후 주관식으로 문항의 요점에 벗
어나는 답변을 적어놓은 8명의 응답도 분석에서 제거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3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분
석, 독립표본 t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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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스토킹 피해 경험 연구 결과
1. 문항 기술통계
2. 신뢰도 분석
3. 독립표본 t검증
4. 상관분석
5.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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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항 기술통계
1) 스토킹 피해 경험과 관련된 특성 및 대응 방식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기간을 살펴보면, ‘2～3개월’과 ‘6개월 이상～1년 이하’가 각
각 64명(25.0%)과 58명(22.7%)으로 제일 많은 응답을 기록했으며, ‘1개월 이하’가 46
명(18.0%), ‘3～4개월’이 24명(10.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스토킹 피해 기간에 있어
서 대부분 1년 미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3년 이상인 경우도 25명(9.8%)으로 10%
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는 점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표 22>). 다음으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횟수를 보면, ‘일주일에 2～3번’이 95명(37.1%), ‘거의 매일’이 70명
(27.3%), ‘한 달에 1번’이 23명(12.5%), ‘일주일에 1번’이 29명(11.3%), ‘2주에 1번’이
14명(5.5%)으로 응답자들 대부분이 약 일주일에 1번 정도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표 22>참고).
<표 22> 첫 스토킹 피해 연령, 기간, 횟수
구분
귀하가 스토킹을 경험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하가 스토킹을 경험한
횟수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분류
1개월 이하
2～3개월
3～4개월
6개월 이상～1년 이하
1년 이상～2년 이하
2년 이상～3년 이하
3년 이상
기타
거의 매일
일주일에 2～3번
일주일에 1번
2주에 1번
한 달에 1번
기타

빈도(명) 비율(%)
46
18.0
64
25.0
24
10.5
58
22.7
24
9.4
11
4.3
25
9.8
1
0.4
70
27.3
95
37.1
29
11.3
14
5.5
32
12.5
16
6.3

<표 23>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지하게 된 시기에 대해서 알
아본 내용으로 스토킹 행위가 ‘1회 있었을 때’ 그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지한 경우가
54명(21.1%), ‘2회’가 81명(31.6%), ‘3회’와 ‘4회’ 모두 52명(20.3%) 씩으로 스토킹 횟
수를 통해 스토킹 행위를 알아채게 된 시기는 대체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가해자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지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스토킹 행위의 빈
도가 아닌 행위의 심각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공통되게 나타났다. 응답자들
이 스토킹을 인지하게 된 시점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응답한 내용을 보면, ‘칼 들고
집 앞에 숨어있었을 때’, ‘미행하다가 쫓아와서 때렸을 때’와 같이 신변에 위협을 느
꼈을 때 혹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다고 느꼈을 때’, ‘발신번호표시제한 번호로
전화 및 문자가 올 때’ 등 사생활 침해를 경험하여 두려움을 느꼈을 때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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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스토킹 행위를 인지하게 된 시기 (n=256)
구분
분류
스토킹
행위가
1회 있었을 때
귀하가 경험한 스토킹의 경우,
행위가 2회 있었을 때
귀하는 언제쯤부터 가해자의 스토킹
스토킹
행위가 3회 있었을 때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스토킹 행위가 4회 있었을 때
알아채게 되었습니까?
기타

빈도(명) 비율(%)
54
21.1
81
31.6
52
20.3
52
20.3
17
6.6

행위를 비로소 스토킹으로 인지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 경험을 보고
한 응답자 중 행위 당시에는 스토킹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당시에
는 좋아해서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자꾸 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으
며 ‘스토킹 행위가 끝나고 성인이 되어서 스토킹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한참
이 지나도 잘 몰랐으며 주변 사람들이 말해 주었다’처럼 당시에는 스토킹으로 인식
하지 못했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답한 경우가 눈에 띈다. 이에 스토킹 피해를 인
지하게 된 시점에 있어서 횟수보다는 행위의 심각성이 영향을 주었다는 점과 스토
킹의 개념을 알게 된 이후에 스토킹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
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더불어 스토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스토킹 피해를 처음 알아차렸을 때 대응 방식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그냥 당했다/저항하지 못했다
37
14.5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61
23.8
화를
냈다
22
8.6
스토킹 피해를 처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24
9.4
알아차렸을 때, 귀하는 어떤
그
상황을
피했다
65
25.4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까?
온라인 상에서 무시, 차단했다
29
11.3
경찰에 신고했다
14
5.5
기타
4
1.6

다음은 스토킹 피해를 처음 알아차렸을 때 그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65명(25.4%)으로 높은 비율이 ‘그 상황을
피했다’라고 답변했으며 ‘그냥 당했다/저항하지 못했다’, ‘온라인상에서 무시, 차단했
다’ 또한 각각 37명(14.2%), 29명(11.3%)으로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이와 유사한 맥
락으로 기타에 응답한 자들 또한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했다’, ‘하지 않도록 설득하
려고 했다’라고 말하며 피해를 처음 인지한 후, 피해자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4명(5.5%)으
로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61명(23.8%)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외에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24명(9.4%), ‘화를 냈다’가 22명(8.6%)으로 드
러났다(<표 2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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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도움 요청 시기 (n=256)
구분
귀하가 스토킹 피해에 대한
도움을 제3자(경찰 신고,
지인에게 알림, 1366과 같은
기관 상담 등)에게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까?

분류
스토킹 행위가 1회 있었을 때
스토킹 행위가 2회 있었을 때
스토킹 행위가 3회 있었을 때
스토킹 행위가 4회 있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빈도(명) 비율(%)
54
21.1
81
31.6
52
20.3
52
20.3
17
6.6

그렇다면 스토킹 피해에 대한 도움을 제3자에게 요청하였을 경우, 가해자의 행위
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였는지에 대해 파악해보았다. 여기서 제
3자는 경찰 신고, 1366과 같은 기관 상담, 경찰 신고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알리는
것 또한 포함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가
2회 있었을 때’가 81명(31.6%)으로 높았으나 이외에는 20%대로 대체로 비슷한 응답
분포를 보였다(<표 25>참고).
다음으로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에 있어서는 ‘나 혼자 해
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92명(35.9%)으로 가장 많았
으며 이어서는 ‘피해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가 64명(25.0%), ‘피해가 갈수록 심각
해져서’가 25명(9.8%),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로 가족이나 지인도 피해를 입어서’가
11명(4.3%)로 그 뒤를 이었다(<표 26>참고).
<표 26> 도움을 요청한 결정적 동기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53
20.7
않았음으로 해당사항 없음
피해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64
25.0
수 있는 일이
92
35.9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결정적인 나 혼자서아닌해결할
것
같아서
동기는 무엇입니까?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져서
25
9.8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로 가족이나 11
4.3
지인도 피해를 입어서
기타
11
4.3

한편,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시점에 있어서 응답자
들은 스토킹 행위의 빈도보다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일관된 의견을 나타냈다.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위에 대해 응답자들 대부분이
‘스토킹에 못 이겨 몇 번 만남이 있다가 폭력을 6개월 이상 당했을 때’, ‘폭행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을 때’, ‘스토킹 행위는 참았지만 폭력을 휘두르려고 할 때’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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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 폭행으로 행위가 심화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만 아니라 ‘공황장애를 1회 겪고 난 후 가해자의 행위가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와 같이 정신적 피해를 겪은 후에야 제3자에게 도
움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표 26>을 보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으로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3명(20.7%)으로 꽤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이
유로는 ‘당시에는 어려서 스토킹이라는 생각을 못 해서’ 혹은 ‘구체적인 법률과 사
회적 합의가 아직 없어서’라고 답하였다.

2) 스토킹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가해자의 특성

피해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스토킹을 한 가해자 수
를 1명이라고 응답한 수가 166명(64.8%)으로 대부분이었으나 2명이라고 응답한 수
도 67명(26.2%)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표 27>). 이어서 가해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224명(87.5%), 여성이 20명(7.8%)으로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가해자의
성별을 ‘모른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2명(4.7%)으로 나타났다(<표 27>참고).
<표 27> 스토킹 가해자의 숫자와 성별 (n=256)
구분
분류
1명
현재까지 귀하를 스토킹 한
2명
가해자의 수는 총 몇
3명
명입니까?
4명 이상
여성
귀하를 스토킹한 가해자
남성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모름

빈도(명) 비율(%)
166
64.8
67
26.2
14
5.5
9
3.5
20
7.8
224
87.5
12
4.7

다음으로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 ‘아는 사이’라고 답한 경우는 220명(85.9%), ‘모른다’라고 답한 비율은 36명
(14.1%)으로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구
체적으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관계는
‘(전)애인’으로 전체 비율에서 37.5%(96명)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동급생, 선후배’
가 20.3%(52명), ‘단순 대면인’이 7.8%(20명), ‘직장관계자’와 ‘채팅 상대자 또는 SNS
상 팔로워’가 6.6%(17명), ‘동네사람’이 3.1%(8명)로 나타났다. 한편, 모르는 사람이
라고 응답한 경우는 11.7%(30명)로 전체 응답 비율에 있어서 세 번째 순위를 차지
했다(<표 28>참고).
<표 28> 스토킹 가해자와의 관계 (n=256)
구분
귀하는 스토킹 가해자가

분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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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명) 비율(%)
220
85.9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귀하가 경험한 스토킹
가해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모른다
친(의/양)부모, 친인척
(전)배우자
(전)애인
직장관계자
동급생 선후배
서비스 제공자
채팅 상대자 또는 SNS상 팔로워
동네사람
단순 대면인
모르는 사람
기타

36
2
4
96
17
52
3
17
8
20
30
7

14.1
0.8
1.6
37.5
6.6
20.3
1.2
6.6
3.1
7.8
11.7
2.7

이어서 전 배우자, 전 애인 등을 포함해 스토킹 가해자와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 스토킹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
았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답한 80명(31.3%)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3개월’이 43명(16.8%), ‘1개월 이하’
가 40명(15.6%), ‘6개월 이상～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모두 35명(13.7%), ‘4～5개
월’이 18명(7.0%) 순으로 나타났다(<표 29>참고).
<표 29> 스토킹 가해자와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 해당 관계의 지속도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1개월
이하
40
15.6
스토킹 가해자와 과거 친밀한
2～3개월
43
16.8
관계(전 배우자, 전 애인
4～5개월
18
7.0
등)였던 경우, 그 관계가
6개월 이상～1년 미만
35
13.7
1년 이상
35
13.7
스토킹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기타
5
2.0
얼마나 지속이 되어왔습니까? 과거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80
31.3

다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느끼기에 스토킹이 발생하기 전까지 가해자와 얼마
나 친밀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관계의 친밀감을 1점 ‘전혀 관계가 없
다’에서 10점 ‘매우 친밀했다’ 사이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응
답한 경우가 58명(22.7%)이었으며 거의 친밀하지 않아 2점과 3점을 부여한 응답자
는 35명(17.6%)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매우 친밀했다며 10점을 부여한 경우는 26명
(10.2%)이었고, 친밀했다며 8점과 9점 부여한 비율은 52명(20.3%)이었다(<표 30>참고).
<표 30> 스토킹 가해자와의 친밀도 (n=256)
구분
분류
1 (전혀 관계가 없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스토킹이
2
발생하기 전까지 가해자와의
3
친밀감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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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명) 비율(%)
58
22.7
32
12.5
13
5.1
12
4.7

1은 전혀 관계가 없다, 10은
매우 친밀했다 입니다. 1부터
10까지 중에, 스토킹 피해
발생 전까지 가해자와의
친밀도에 체크해 주세요.

5
6
7
8
9
10 (매우 친밀했다)

19
15
29
35
17
26

7.4
5.9
11.3
13.7
6.6
10.2

다음으로, <표 31>은 피해자가 생각한 가해자의 스토킹 동기에 대해 응답한 내
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각각 22.7%(58명)와 22.3%(57명)의 비율
로 가해자가 ‘나를 독점하기 위해(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또는 ‘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스토킹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애정거부에 대한
보복으로’가 17.2%(44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12.1%(31명), ‘정신적으로 문
제가 있기 때문에’가 10.9%(28명) 순으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외에 ‘기타’에 대한
답변으로는 일방적인 ‘가해자의 사랑 표현’, ‘연인이 될 것이라는 (가해자의) 착각’이
나 ‘가해자만의 상상 연애’가 있었다.
<표 31> 피해자가 본 가해자의 스토킹 이유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내 관심을 끌기 위해
57
22.3
나를 독점하기 위해(자신의
58
22.7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귀하가 생각하기에 가해자는
애정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44
17.2
왜 귀하를 스토킹 했다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31
12.1
그냥 재미삼아
15
5.9
생각합니까?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
6
2.3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8
10.9
기타
17
6.6

3)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거 친밀도와 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의
특성

스토킹 가해자가 전 배우자, 전 애인 등과 같이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 스토
킹이 발생하기 전, 스토킹과 같은 행위 또는 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았
다. 이에 스토킹 가해자와 이전에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보고한 비율은
41.8%(107명)였으며 반면에 스토킹 가해자가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 스토킹
이전에 폭력과 같은 피해를 보고한 비율은 42.6%(109명),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던
비율은 15.6%(40명)로 나타났다(<표 32>참고). 다음으로는 스토킹 가해자와 과거 친
밀한 관계였던 경우, 스토킹 이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폭력을 경험하였는지 그 유형
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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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과거 스토킹 가해자와 친밀했던 경우, 데이트 폭력 유무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스토킹 가해자와 과거 친밀한
있음
109
42.6
관계(전 배우자, 전 애인
등)였던 경우, 스토킹이
없음
40
15.6
발생하기 전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스토킹과 같은 행위
또는 폭력(신체(성폭력 포함), 스토킹 가해자와 이전에 친밀한
107
41.8
정신, 경제, 사회, 사이버)이
관계가 아니었음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① 통제 행동

통제 행동의 경우 11개의 행동으로 나누어서 스토킹 가해자가 과거 친밀한 관계
에서 스토킹 행동 이전에 통제 행동을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핸드폰, 이메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자주 점검’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8%(31명)이었
으며 반면에 61.8%(92명)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그 빈도에 있어
서 ‘거의 매일’과 ‘1주일에 1회 이상’ 경험했었다고 보고한 비율이 각각 23.5%(35명),
20.8%(31명)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옷차림을 제한’과 관련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이 16.1%(24명), ‘1주일에 1회 이상’이 15.4%(23명), ‘거의 매일’이
10.7%(16명)로 경험 빈도에 있어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어서 일상생활 통제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41.6%(62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동호회 활동이나 모임 활동 통제’를 ‘거의
매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4%(26명), ‘1주일에 1회 이상’은 13.4%(20명),
‘한 달에 한두 번’은 12.8%(19명)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한
경우도 ‘1주일에 1회 이상’ 또는 ‘거의 매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2.1%(33명)와 21.5%(32명)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한 경우 그 빈도가 ‘거의 매일’(29.5%, 44명)과 ‘일주일 1회 이상(26.8%, 40명)’에 집
중되어 있었다. 피해자를 조종하는 행동에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본인이 원
한다는 이유로 억지로 하도록 만든 적이 있다’에 답한 경우는 70.5%(105명)를 보였
다(<표 33>참고).
<표 33> 스토킹 가해자와의 과거 관계에서 발생한 통제 행위 (n=149)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21
14.1
16-1. 핸드폰, 이메일, SNS,
없음
31
20.8
개인 블로그 등을 자주
일 년에 한두 번
8
5.4
한
달에
한두
번
18
12.1
점검했다
1주일에 1회 이상
31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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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옷차림을 제한했다

16-3. 동호회 활동이나 모임
활동을 못하게 했다
16-4.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
16-5.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했다
16-6. 다른 사람과 통화하지
못하게 했다
16-7. 친구들을 못 만나게
했다
16-8.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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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
22
52
7
24
23
16
5
21
46
12
19
20
26
5
20
32
4
23
33
32
5
19
19
5
17
40
44
5
20
58
8
15
22
21
5
20
47
9
29
15
24
5
19
23
4
7
28
62

23.5
3.4
14.8
34.9
4.7
16.1
15.4
10.7
3.4
14.1
30.9
8.1
12.8
13.4
17.4
3.4
13.4
21.5
2.7
15.4
22.1
21.5
3.4
12.8
12.8
3.4
11.4
26.8
29.5
3.4
13.4
38.9
5.4
10.1
14.8
14.1
3.4
13.4
31.5
6.0
19.5
10.1
16.1
3.4
12.8
15.4
2.7
4.7
18.8
41.6

16-9.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의심했다
16-10.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본인이 원한다는 이유로
억지로 하도록 만든 적이
있다
16-11.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한
적이 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6
19
25
9
29
28
34
5
20
20
8
36
34
27
4
21
53
11
21
16
23
4

4.0
12.8
16.8
6.0
19.5
18.8
22.8
3.4
13.4
13.4
5.4
24.2
22.8
18.1
2.7
14.1
35.6
7.4
14.1
10.7
15.4
2.7

② 정서적 폭력

다음은 스토킹 피해자가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경험
하기 전에 정서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4>는 정서적
폭력을 7가지 행동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해 응답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욕을 하거
나 모욕적인 말’을 경험하였다고 한 비율은 59%(88명)였으며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 또는 소리를 지름’은 52.4%(78명)가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한 응답자 중 그 빈도에 있어서 보통 ‘1주일에 1회 이상’과 ‘한 달에
한두 번’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몇 가지 살펴보면,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비난’
을 경험한 적 있다고 한 경우, ‘한 달에 한두 번’이 17.4%(26명), ‘1주일에 1회 이상’
이 14.8%(22명)로 많았으며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경험했다고 답한 경우도
‘한 달에 한두 번’이 22.1%(33명), ‘1주일에 1회 이상’이 17.4%(26명)로 나타났다. 특
히,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하는 것을 ‘1주일에 1회 이상’ 겪었다고 응
답한 경우가 전체 비율 중 26.2%(39명)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34> 스토킹 가해자와의 과거 관계에서 발생한 정서적 폭력 (n=149)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21
14.1
없음
36
24.2
17-1.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일
년에
한두
번
18
12.1
말을 한 적이 있다
한 달에 한두 번
33
22.1
1주일에 1회 이상
26
17.4
- 75 -

17-2.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17-3.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17-4.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17-5. 나의 소유물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
17-6.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17-7.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③ 신체적 폭력

11
4
20
47
15
28
24
11
4
20
46
19
26
27
7
4
20
38
15
20
39
13
4
20
68
17
20
12
7
5
20
47
16
26
22
14
4
22
62
20
22
12
6
5

7.4
2.7
13.4
31.5
10.1
18.8
16.1
7.4
2.7
13.4
30.9
12.8
17.4
18.1
4.7
2.7
13.4
25.5
10.1
13.4
26.2
8.7
2.7
13.4
45.6
11.4
13.4
8.1
4.7
3.4
13.4
31.5
10.7
17.4
14.8
9.4
2.7
14.8
41.6
13.4
14.8
8.1
4.0
3.4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 이전에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
는지 여부와 그 빈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35>를 보면 ‘나의 팔을 비틀거나 꼬
집은 적’이 ‘거의 매일’에서부터 ‘일 년에 한두 번’까지 있다고 한 응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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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1명)였으며 ‘나의 뺨을 때린 적이 있었다’고 한 응답자는 26.1%(39명)로 나
타났다. 스토킹이 발생하기 전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가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경
험한 그 빈도에 있어서 대체로 10% 안팎을 유지했는데 ‘나를 (벽 쪽으로) 거칠게
밀친 적’이 있었던 경우와 ‘나를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상대적으
로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 달에 한두 번’, ‘나를 (벽 쪽으로) 거칠게 밀친 적’
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6.1%(24명)이었으며 ‘나를 힘껏 움켜잡은’ 행동을 ‘한 달에
한두 번’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20.8%(31명), ‘일 년에 한두 번’ 경험하였다
고 답한 비율은 19.5%(29명)로 나타났다.
<표 35> 스토킹 가해자와의 과거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적 폭력 (n=149)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22
14.8
없음
90
60.4
18-1. 다치게 할 수 있는
일 년에 한두 번
10
6.7
물건을 나에게 던진 적이
한 달에 한두 번
9
6.0
1주일에 1회 이상
10
6.7
있다
거의 매일
3
2.0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5
3.4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22
14.8
없음
71
47.7
일 년에 한두 번
17
11.4
18-2. 나의 팔을 비틀거나
한
달에
한두
번
19
12.8
꼬집은 적이 있다
1주일에 1회 이상
13
8.7
거의 매일
2
1.3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5
3.4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22
14.8
없음
64
43.0
일
년에
한두
번
19
12.8
18-3. 나를 (벽 쪽으로)
한
달에
한두
번
24
16.1
거칠게 밀친 적이 있다
1주일에 1회 이상
12
8.1
거의 매일
3
2.0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5
3.4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22
14.8
없음
41
27.5
일
년에
한두
번
29
19.5
18-4. 나를 힘껏 움켜잡은
한 달에 한두 번
31
20.8
적이 있다
1주일에 1회 이상
15
10.1
거의 매일
6
4.0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5
3.4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22
14.8
없음
83
55.7
일
년에
한두
번
17
11.4
18-5. 나의 뺨을 때린 적이
한
달에
한두
번
13
8.7
있다
1주일에 1회 이상
6
4.0
거의 매일
3
2.0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5
3.4
18-6. 나를 발로 찬 적이 있다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2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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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나를 때린 적이 있다
18-8. 나를 심하게 마구 때린
적이 있다
18-9. 나의 목을 조른 적이
있다
18-10. 뜨거운 물이나 불로
화상을 입힌 적이 있다
18-11. 칼(가위)등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다
18-12. 칼(가위)등 흉기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④ 성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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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5
3
6
1
5
21
101
7
7
6
2
5
21
101
9
7
5
1
5
22
93
20
3
4
2
5
21
115
1
4
2
1
5
21
104
8
3
5
3
5
22
112
3
3
4
0
5

65.8
10.1
2.0
4.0
0.7
3.4
14.1
67.8
4.7
4.7
4.0
1.3
3.4
14.1
67.8
6.0
4.7
3.4
0.7
3.4
14.8
62.4
13.4
2.0
2.7
1.3
3.4
14.1
77.2
0.7
2.7
1.3
0.7
3.4
14.1
69.8
5.4
2.0
3.4
2.0
3.4
14.8
75.2
2.0
2.0
2.7
0.0
3.4

<표 36>은 11개의 성적 폭력을 나타내는 문항을 통해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가
해자에게 스토킹 이전에 성적 폭력 경험 여부와 경험과 그 빈도에 대해 기술한 내
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원하지 않는데도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거의 매일’
에서부터 ‘일 년에 한두 번’까지 일어났었다고 보고한 비율은 64.4%(96명)로 ‘1주일
에 1회 이상’이 18.8%(28명), ‘한 달에 한두 번’이 17.4%(26명), ‘일 년에 한두 번’이
15.4%(23명), ‘거의 매일’이 12.8%(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하지도 않는 애무
를 한 적이 있었다’고 보고한 경우, 전체 비율 중 ‘한 달에 한두 번’이 19.5%(29명),
‘1주일에 1회 이상’이 15.4%(23명), ‘거의 매일’이 12.1%(18명), ‘일 년에 한두 번’이
8.1%(12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원치 않는 성
관계를 요구한’ 빈도에 있어 ‘1주일에 1회 이상’이 20.8%(31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
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이 17.4%(26명), ‘일 년에 한두 번’이 12.1%(18
명), ‘거의 매일’이 9.4%(14명) 순서로 나타났다.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다고 한 비율은 전체에서 50.3%(75명)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3.5%(35
명)가 ‘한 달에 한두 번’,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졌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에서부터 ‘일 년에 한두 번’
까지 ‘원치 않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피해를 경험했다고 한 응답
자가 22.8%(34명)로 나타났다.
<표 36> 스토킹 가해자와의 과거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폭력 (n=149)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20
13.4
없음
28
18.8
19-1.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 년에 한두 번
23
15.4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한 달에 한두 번
26
17.4
1주일에
1회
이상
28
18.8
적이 있다
거의 매일
19
12.8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5
3.4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21
14.1
없음
47
31.5
일
년에
한두
번
14
9.4
19-2.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한
달에
한두
번
23
15.4
키스를 한 적이 있다
1주일에 1회 이상
20
13.4
거의 매일
18
12.1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6
4.0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20
13.4
없음
42
28.2
일
년에
한두
번
12
8.1
19-3.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한 달에 한두 번
29
19.5
애무를 한 적이 있다
1주일에 1회 이상
23
15.4
거의 매일
18
12.1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5
3.4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21
14.1
19-4.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없음
35
23.5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일 년에 한두 번
1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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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진 적이 있다
19-5. 신체적 폭력을 쓰진
않았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유사성교(구강성교 등)를
요구한 적이 있다
19-6. 신체적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19-7.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잡거나 누르는 등의 완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19-8. 성관계를 하기 위해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19-9. 내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19-10. 유사성교(구강성교
등)를 하기 위해 나를 위협한
적이 있다
19-11. 성관계(성기삽입)를
하기 위해 나를 위협한 적이
있다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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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2
18
5
20
59
11
22
17
15
5
20
35
18
26
31
14
5
21
70
15
15
16
7
5
20
113
2
7
1
1
5
20
89
19
9
3
3
6
21
103
4
9
5
2
5
21
95
13
8

23.5
14.8
12.1
3.4
13.4
39.6
7.4
14.8
11.4
10.1
3.4
13.4
23.5
12.1
17.4
20.8
9.4
3.4
14.1
47.0
10.1
10.1
10.7
4.7
3.4
13.4
75.8
1.3
4.7
0.7
0.7
3.4
13.4
59.7
12.8
6.0
2.0
2.0
4.0
14.1
69.1
2.7
6.0
3.4
1.3
3.4
14.1
63.8
8.7
5.4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3
3
6

2.0
2.0
4.0

⑤ 상해

마지막으로 <표 37>은 과거 스토킹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을 때 가해자와 다투
다가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6문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싸우다가 삐거나
멍이 들어서 살짝(미세하게) 상처를 입었다’고 보고한 경우는 35.5%(53명)로 그 빈
도에 있어서는 ‘한 달에 한두 번’이 16.8%(25명), ‘일 년에 한두 번’이 15.4%(23명)로
나타났다. 한편 ‘싸우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1주일에 1회 이상’에서부
터 ‘일 년에 한두 번’까지 있었다고 한 응답자는 11.3%(17명)였으며 ‘병원에 갈 정도
로 아팠으나 가지는 않았다’라고 답한 비율은 20.8%(31명)로 나타났다.
<표 37> 스토킹 가해자와의 과거 관계에서 발생한 상해 (n=149)
구분
분류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20-1. 과거 가해자와 친밀한
일
년에
한두 번
관계 시 싸우다가 삐거나
한
달에
한두 번
멍이 들거나 살짝(미세하게)
1주일에 1회 이상
상처가 났다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20-2. 과거 가해자와 친밀한
일 년에 한두 번
관계 시 싸우다가 다음날까지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20-3. 과거 가해자와 친밀한
한
달에
한두 번
관계 시 싸우다가 기절했다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20-4. 과거 가해자와 친밀한
일
년에
한두 번
관계 시 싸우다가 병원에 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아팠으나 가지는
1주일에 1회 이상
않았다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20-5. 과거 가해자와 친밀한
없음
관계 시 싸우다가 병원에
일 년에 한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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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명) 비율(%)
22
14.8
69
46.3
23
15.4
25
16.8
3
2.0
2
1.3
5
3.4
22
14.8
72
48.3
26
17.4
13
8.7
7
4.7
4
2.7
5
3.4
21
14.1
108
72.5
8
5.4
5
3.4
1
0.7
0
0.0
6
4.0
21
14.1
92
61.7
19
12.8
7
4.7
3
2.0
2
1.3
5
3.4
21
14.1
106
71.1
9
6.0

가서 치료를 받았다
20-6. 과거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 시 싸우다가 뼈가
부러졌다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6
2
0
5
21
115
5
2
0
0
6

4.0
1.3
0.0
3.4
14.1
77.2
3.4
1.3
0.0
0.0
4.0

4) 스토킹 가해 유형과 심각도

<표 38> 스토킹 행위 유형에 따른 심각도 (n=256)
구분
분류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5
6
접근하거나 미행함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3
4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와
5
그 지역에 와서 지속적 또는
6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서
7
있음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전화, 편지, SNS 등을 통해
3
4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5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6
특정한 사진, 그림, 문자 등을
7
보냄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가해자 본인이나 제3자를
2
통해 특정 물건, 그림, 사진
3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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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명) 비율(%)
10
3.9
9
3.5
8
3.1
9
3.5
10
3.9
19
7.4
29
11.3
63
24.6
32
12.5
67
26.2
26
10.2
7
2.7
15
5.9
7
2.7
4
1.6
15
5.9
22
8.6
50
19.5
31
12.1
79
30.9
26
10.2
5
2.0
9
3.5
4
1.6
5
2.0
9
3.5
28
10.9
33
12.9
36
14.1
101
39.5
86
33.6
15
5.9
11
4.3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함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함

인터넷, 공공장소 또는 구두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함
집 또는 차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간에 몰래
숨어들어 겁주거나 가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척 행세를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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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
26
19
29
18
34
152
15
8
7
8
12
12
6
11
25
89
21
16
10
13
14
19
21
12
41
85
17
11
7
13
8
26
31
11
47
90
9
12
8
10
11
19
22
20
55
162
15
10

4.3
2.7
10.2
7.4
11.3
7.0
13.3
59.4
5.9
3.1
2.7
3.1
4.7
4.7
2.3
4.3
9.8
34.8
8.2
6.3
3.9
5.1
5.5
7.4
8.2
4.7
16.0
33.2
6.6
4.3
2.7
5.1
3.1
10.2
12.1
4.3
18.4
35.2
3.5
4.7
3.1
3.9
4.3
7.4
8.6
7.8
21.5
63.3
5.9
3.9

하고 다님(SNS 계정 생성 등)

피해자와 사귀는 것처럼 혹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님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8
7
5
5
6
10
28
82
12
13
7
12
10
22
24
24
50

3.1
2.7
2.0
2.0
2.3
3.9
10.9
32.0
4.7
5.1
2.7
4.7
3.9
8.6
9.4
9.4
19.5

스토킹 가해 유형을 10가지로 나누어 그 심각도를 10점 척도(1: 전혀 심각하지 않
음, 10:매우 심각함)로 평가하도록 하였다(<표 38>참고). 그 결과, ‘지속적 또는 반
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스토킹 행위’의 심각도가 높은 수준(7점～10점)으로
나타났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256명 중 191명(74.6%)으로 제일 많았으며, 중간
정도 수준(4점～6점)은 38명(14.8%), 낮은 정도 수준(1점～3점)은 17명(10.5%)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와 그 지역에 와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심
각도가 182명(71.1%)으로 제일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48명(18.8%)이 낮은
수준의 심각도, 26명(10.2%)이 중간 수준의 심각도라고 응답하였다.
‘전화, 편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
거나 특정한 사진, 그림,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한 심각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256명 중 198명(77.4%)이었고, 그다음으로는 40명
(15.7%)이 낮은 수준의 심각도였다고 보고하였고, 18명(7.1%)이 중간 수준의 심각도
였다고 보고하였다.
‘가해자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해 특정 물건, 그림, 사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
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에 대한 심각도는 전체 256명 중 112명
(43.8%)이 낮은 수준이었다고 제일 많은 응답을 하였고, 높은 수준의 심각도로 나
타났다고 응답한 경우는 100명(39.0%), 중간 수준의 심각도는 44명(17.2%) 순이었
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
스를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심각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경우가
175명(68.4%)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는 높은 수준 54명(21.1%), 중간 수준 27명
(10.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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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거
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응답이 낮은 수준의 심각
도로 126명(49.3%)이었고, 높은 수준 93명(36.3%), 중간 수준 37명(14.5%) 순이었다.
‘인터넷, 공공장소 또는 구두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소문을 퍼
뜨리는 행위’는 심각도가 높았다고 평가한 경우가 전체 256명 중 115명(45.0%)이었
고, 다음으로는 113명(44.1%)이 낮은 수준, 28명(10.9%)이 중간 수준이었다고 평가
하였다.
‘집 또는 차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간에 몰래 숨어들어 겁주거나 가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심
각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256명 중 116명(45.3%)으로
제일 많았고, 이와 비슷한 수치로 111명(43.4%)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응답
했다. 중간 수준의 심각도로 나타났다고 응답한 경우는 29명(11.3%)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척 행세를 하고 다니는 행위(SNS 계정
생성 등)’에 대한 심각도는 낮은 정도로 나타났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 256
명 중 187명(73.1%)으로 제일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높은 수준의 심각도였다고 응
답한 경우가 49명(19.1%), 중간 수준의 심각도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20명(7.8%) 순
이었다.
‘피해자와 사귀는 것처럼 혹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니는 행
위’에 대해서 제일 많은 응답을 기록한 경우는 그 심각도가 높았다고 응답한 120명
(46.9%)이었고, 낮은 수준의 심각도였다고 보고한 경우가 107명(41.8%), 중간 정도
의 심각도였다고 평가한 경우가 29명(11.3%)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심각도를 평가한 피해자 응답을 정리해보면, 여러 스토킹 행
위 중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와 그 지역에 와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켜보거
나 서 있는 행위’, ‘전화, 편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
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 그림,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집 또는 차 등 피해자
의 개인적인 공간에 몰래 숨어들어 겁주거나 가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경우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0년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정의한 스토킹 범죄38)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결
과이다.
38)

2020년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
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
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
나 글ㆍ말ㆍ그림ㆍ부호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
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
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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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토킹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종류와 정도
<표 39> 스토킹 피해로 발생한 신체적 폭력의 심각도 (n=256)
구분
분류
손발로 구타
목조름
흉기로 위협
흉기로 상해
물건던짐
스토킹 피해로 인해 발생한
당기거나 밀침
신체적 폭력 중
침입
가장 심각했던
납치
신체적 폭력
감금
힘으로 제압
잠 못 자게 하기
신체적 폭력 발생하지 않음
기타

빈도(명) 비율(%)
10
3.9
11
4.3
4
1.6
2
0.8
4
1.6
17
6.6
15
5.9
6
2.3
5
2.0
15
5.9
12
4.7
147
57.4
8
3.1

다음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표 39>참고). 우선 스토킹으로 신체적 폭력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경우를 기준으
로 살펴보면(109명, 42.6%), 당기거나 밀치는 경우가 17명(6.6%), 침입이 15명
(5.9%), 힘으로 제압함이 15명(5.9%)으로 나타났으며, 잠을 못 자게 한 경우가 12명
(4.7%), 목을 조른 경우가 11명(4.3%), 손발로 구타한 경우가 10명(3.9%), 납치를 한
경우가 6명(2.3%), 감금을 한 경우가 5명(2.0%), 흉기로 위협을 한 경우가 4명
(1.6%), 흉기로 상해를 한 경우가 2명(0.8%), 기타가 8명(3.1%)으로 나타났다.
<표 40> 스토킹 피해로 발생한 정서적 폭력의 심각도 (n=256)
구분
분류
폭언, 멸시, 욕설
협박
통제, 고립
감시, 미행, 반복적 연락 등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
정서적 폭력 중
자해,
자살
협박 및 시도
가장 심각했던
공포감 조성
정서적 폭력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주변인에 대한 위협 및 폭력
정서적 폭력 발생하지 않음
기타

빈도(명) 비율(%)
18
7.0
11
4.3
6
2.3
124
48.4
10
3.9
19
7.4
28
10.9
12
4.7
5
2.0
23
9.0
0
0

스토킹으로 정서적 폭력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경우(233명, 91%), 그 응답을 살펴
보면 감시, 미행, 반복적 연락 등이 124명(48.4%)으로 제일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공포감 조성이 28명(10.9%), 자해, 자살 협박 및 시도 19명(7.4%), 폭언,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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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욕설 18명(7.0%),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12명(4.7%), 협박 11명(4.3%), 명예훼
손 10명(3.9%), 통제, 고립 6명(2.3%), 주변인에 대한 위협 및 폭력 5명(2.0%) 순으
로 나타났다(<표 40>참고).
<표 41> 스토킹 피해로 발생한 성적 폭력의 심각도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강간
11
4.3
유사 강간
6
2.3
성추행
11
4.3
카메라 등 이용촬영
11
4.3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통신매체 이용음란
5
2.0
성적 폭력 중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2
0.8
성적
모욕,
비난
29
11.3
가장 심각했던
성적 의심(의처증)
8
3.1
성적 폭력
성관계 강요
28
10.9
변태적 성행위
5
2.0
성적 폭력 발생하지 않음
140
54.7
기타
0
0

스토킹으로 성적 폭력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166명(45.3%)의 응답을 살펴보면, 가
장 심각하게 나타난 성적 폭력으로는 성적 모욕이나 비난이 29명(11.3%)으로 나타
났다. 이어서 성관계 강요 28명(10.9%), 강간, 성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11명(4.3%), 성적 의심(의처증)이 8명(3.1%), 유사 강간이 6명(2.3%),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5명(2.0%), 변태적 성행위가 5명(2.0%),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
위가 2명(0.8%)으로 나타났다(<표 41>참고).
<표 42> 스토킹 피해로 발생한 경제적 폭력의 심각도 (n=256)
구분
분류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갈취
경제적 폭력 중 가장
낭비, 채무(빚)
지불강요(데이트비용 청구 등)
심각했던
경제적 폭력 발생하지 않음
경제적 폭력
기타

빈도(명) 비율(%)
5
2.0
7
2.7
6
2.3
20
7.8
215
84.0
3
1.2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폭력의 경우 전체 256명 중 41명(16%)만이 응답
을 하였는데, 그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20명(7.8%)이 데이트 비용과 같은 지불강
요가 가장 심각했다고 응답하였고, 7명(2.7%)은 갈취, 6명(2.3%)이 낭비, 채무(빛), 5
명(2.0%)이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한 경우, 3명(1.2%)이 기타에 응답하였다. 기
타 응답으로는 가해자가 집 근처에 있을 경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외박 비용, 이
사 비용, 물건을 훼손해서 수리하거나 새로 사야 했던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표 4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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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의 응답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정서적 폭력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접
대면을 하거나 접촉을 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스토킹으로 인해 제일 힘들었던 점에 대해
서 묻는 주관식 문항에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가해자가 나를 때리는 것과 같은 눈
에 보이는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기가 어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순히 집 앞에 서 있거나 연락을 자주해서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을 저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좌절스
러웠다’, ‘가해자와 나만 아는 일종의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스
토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말하면 내가 예민한 거라고 할까
봐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응답을 공통적으로 했던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3> 스토킹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변화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7
2.7
2
4
1.6
3
8
3.1
4
3
1.2
타인에 대한 혐오, 불신감이
5
11
4.3
6
17
6.6
생김
7
32
12.5
8
66
25.8
9
49
19.1
10 (매우 심각함)
59
23.0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3
1.2
2
3
1.2
3
2
0.8
4
4
1.6
5
6
2.3
신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6
12
4.7
느낌
7
25
9.8
8
52
20.3
9
48
18.8
10 (매우 심각함)
101
39.5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6
10.2
2
20
7.8
3
11
4.3
4
12
4.7
혼자 외출을 못하는 등의
5
24
9.4
6
32
12.5
행동 문제가 생김
7
25
9.8
8
34
13.3
9
21
8.2
10 (매우 심각함)
51
19.9
직장 또는 학교를 옮기거나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74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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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함

가족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가 악화됨

공공장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낌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어려움을 느낌(계정 삭제,
탈퇴 등)
전화번호 변경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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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3
14
28
11
11
22
18
50
91
15
13
14
21
8
18
20
13
43
82
16
18
11
22
14
16
27
18
32
42
11
13
15
12
25
29
43
23
43
46
13
7
6
17
14
25
33
37
58
63

5.9
5.1
5.5
10.9
4.3
4.3
8.6
7.0
19.5
35.5
5.9
5.1
5.5
8.2
3.1
7.0
7.8
5.1
16.8
32.0
6.3
7.0
4.3
8.6
5.5
6.3
10.5
7.0
12.5
16.4
4.3
5.1
5.9
4.7
9.8
11.3
16.8
9.0
16.8
18.0
5.1
2.7
2.3
6.6
5.5
9.8
12.9
14.5
22.7
24.6

이름이나 주민번호 변경

대인기피 증상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3
15
10
8
12
12
22
24
77
141
24
23
10
12
8
8
4
7
19
47
10
14
15
12
25
34
37
23
39

5.1
5.9
3.9
3.1
4.7
4.7
8.6
9.4
30.1
55.1
9.4
9.0
3.9
4.7
3.1
3.1
1.6
2.7
7.4
18.4
3.9
5.5
5.9
4.7
9.8
13.3
14.5
9.0
15.2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그 심각도를 10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1: 전혀 심각하지 않음, 10:매우 심각함;
<표 43>참고). 스토킹 피해 경험으로 ‘타인에 대한 혐오, 불신감이 생겼다’는 문항
에 전체 256명 중 206명(80.4%)이 심각한 수준(7점～10점)이라고 응답하였고, 중간
수준(4점～6점)의 심각도를 보고한 경우가 31명(12.1%), 낮은 수준(1점～3점)의 심
각도를 보고한 경우가 19명(7.4%)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로 ‘신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전
체 256명 중 226명(88.4%)이 그 심각도가 높다고 보고하였고, 중간 정도의 심각도
는 22명(8.6%), 낮은 정도의 심각도는 8명(3.2%)으로 나타났다.
‘혼자 외출을 못 하는 등의 행동 문제가 생겼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256명
중 131명(51.2%)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68명(26.6%)은 중간 정도의 심각
도, 57명(22.3%)은 낮은 정도의 심각도라고 응답하였다.
‘직장 또는 학교를 옮기거나 그만두었다’는 문항에 대해 그 심각성을 높게 평가한
경우는 101명(39.4%)이었으며, 중간 정도로 평가한 경우는 53명(20.7%), 낮은 정도
로 평가한 경우는 102명(39.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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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256명 중 94명(36.7%)이 심각
도가 높다고 평가하였고, 43명(16.8%)은 중간 정도, 119명(46.5%)은 낮은 정도로 심
각도를 평가하였다.
스토킹 범죄로 ‘가족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문항에 그 심각도
가 높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93명(36.3%)이었고, 심각도가 중간 수준이었다고 평가
한 경우는 47명(18.4%)이었다. 심각도가 낮았다고 보고한 경우는 116명(45.3%)이었
다.
‘공공장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138명(53.9%)이 높
은 수준으로 그 심각도가 나타났고, 심각성을 중간 정도로 보고한 경우는 52명
(20.4%), 낮다고 보고한 경우는 66명(25.8%)이었다.
‘계정을 삭제하거나 탈퇴하는 등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문항에
서 높은 수준의 심각성을 보고한 경우는 153명(59.5%)이었고, 이어서 낮은 정도의
심각성 66명(25.8%), 중간 정도의 심각성 37명(14.4%) 순이었다.
스토킹 범죄로 ‘전화번호를 변경했다’는 문항의 경우 135명(52.8%)이 그 심각도가
높았다고 응답했고, 낮은 심각성 91명(35.6%), 중간 정도 심각성 30명(11.7%) 순으
로 나타났다.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변경했다’는 문항에 높은 정도의 심각성을 평가한 경우는
38명(14.8%)이었고, 중간 정도의 심각성을 평가한 경우는 30명(11.7%)으로 나타났
다. 심각성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188명(73.5%)이었다.
‘대인기피 증상’의 경우 전체 256명 중 133명(52.0%)이 심각도가 높다고 응답하였
고, 중간 정도의 심각성은 52명(20.4%), 낮은 정도의 심각성은 71명(27.8%)이었다.
본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스토킹 피해로 인해 ‘타인에 대한 혐오,
불신감, 신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혼
자 외출을 못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이런 어려움은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활동에서도 나타나 피해
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스토킹 범죄가 피
해자의 생활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설문 문항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답변을 주관식을 통해 기록하도록 하였다. 주
관식 답변들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로 경계심이 높아져 항상 주변을 두
리번거리거나, 가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 혹은 같은 성별의 사람이 조금이라도 가
까이 다가오는 것 같으면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거나 놀래서 도망을
감’, ‘스토커를 피하기 위해 학교나 직장을 관두었다가 그 뒤로 복귀하지 못해서 사
회생활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됨’, ‘해가 지면 외출을 일절 하지 않음’,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닫아놓고 절대 열지 않음’, ‘지인들과의 관계 단절 및 새로운 관계 시작 못
함’, ‘이성 관계의 단절과 스토커와 같은 성별인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 생김’과 같은
단순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수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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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관식 답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은 스
토킹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가
일상생활을 지속해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4> 스토킹 피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의 심각도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41
16.0
2
14
5.5
3
15
5.9
4
13
5.1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5
12
4.7
6
23
9.0
자아상실
7
18
7.0
8
44
17.2
9
23
9.0
10 (매우 심각함)
53
20.7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5
9.8
2
10
3.9
3
10
3.9
4
13
5.1
5
14
5.5
매사에 불안, 우울
6
24
9.4
7
27
10.5
8
38
14.8
9
39
15.2
10 (매우 심각함)
56
21.9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11
4.3
2
1
0.4
3
12
4.7
4
17
6.6
스토킹 피해를 다시 당할 것
5
8
3.1
6
11
4.3
같은 두려움
7
21
8.2
8
52
20.3
9
35
13.7
10 (매우 심각함)
88
34.4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4
1.6
2
5
2.0
3
7
2.7
4
5
2.0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5
7
2.7
6
10
3.9
적대감이나 분노
7
25
9.8
8
28
10.9
9
37
14.5
10 (매우 심각함)
128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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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시의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름

죽고 싶다는 생각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감정 기복이 심해짐

수치심, 모욕감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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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
14
10
13
15
23
46
41
75
80
18
17
10
14
20
12
24
18
43
37
11
16
13
21
15
35
40
21
47
46
10
17
10
20
15
19
25
35
59
30
6
10
6
9
19
22
44
27
83

4.7
2.7
5.5
3.9
5.1
5.9
9.0
18.0
16.0
29.3
31.3
7.0
6.6
3.9
5.5
7.8
4.7
9.4
7.0
16.8
14.5
4.3
6.3
5.1
8.2
5.9
13.7
15.6
8.2
18.4
18.0
3.9
6.6
3.9
7.8
5.9
7.4
9.8
13.7
23.0
11.7
2.3
3.9
2.3
3.5
7.4
8.6
17.2
10.5
32.4

죄책감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함)

81
11
19
10
10
16
17
28
17
47

31.6
4.3
7.4
3.9
3.9
6.3
6.6
10.9
6.6
18.4

스토킹 피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심
각도를 10점 척도(1: 전혀 심각하지 않음, 10:매우 심각함)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표 44>참고). 우선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을 심각(7∼10점)하게 느
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256명 중 138명(53.9%)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
타났고, 중간 정도(4∼6점)의 심각도는 48명(18.8%), 낮은 정도(1∼3점)의 심각도는
71명(27.4%)으로 나타났다.
‘매사에 불안, 우울’을 심각하게 느낀다고 평가한 경우는 전체 256명 중 160명
(57.4%)이었으며, 중간 정도는 51명(20%), 낮은 정도로 평가한 경우는 45명(17.6%)
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를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심각하게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256명 중 196명(76.6%)이었으며, 심각도가 중간 정도라고 평가한 경우
는 36명(14%), 낮은 정도라고 평가한 경우는 24명(9.4%)이었다. 많은 수의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이후에도 스토킹 피해를 또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
자 256명 중 218명(85.2%)이었으며, 중간 수준의 적대감이나 분노를 느끼는 경우는
22명(8.6%), 낮은 수준의 적대감이나 분노를 느끼는 경우는 16명(6.3%)이었다. 스토
킹 피해자들이 느끼는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피해 당시의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른다’는 문항에 높은 수준의 심각성을 보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256명 중 185명(72.3%)이었으며, 중간 수준의 심각성은 38명
(14.9%), 낮은 수준의 심각성은 33명(12.9%)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
이후에도 피해 경험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 256명 중 205
명(80.1%)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중간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는 35명
(13.7%), 낮은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는 16명(6.3%)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자들
은 많은 경우 스토킹 피해로 인해 자살 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것에 대한 심각도를 물었을 때, 그 심각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256명 중 143명(55.9%)이었으며, 중간 정도는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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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낮은 정도는 64명(25.1%)으로 나타났다.
‘감정 기복이 심해짐’에 대한 심각도를 묻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 256명 중 138
명(53.9%)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중간 정도의 심각도라고 평가한 경우는 45명
(17.6%), 낮은 정도의 심각도라고 평가한 경우는 73명(28.5%)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모욕감’에 대해서는 전체 256명 중
176명(68.7%)이 심각하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수치심과 모욕
감을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는 34명(13.2%)이었고, 낮은 정도
의 수준으로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는 46명(17.9%)이었다. 절반 이상의 스토킹 피해
자들이 스토킹으로 인해 수치심이나 모욕감과 같은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 256명 중 109명
(42.5%)이 죄책감을 심각한 수준으로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36명(14.1%)은 죄책감
을 중간 정도로 느끼고, 111명(43.3%)은 죄책감을 느끼는 수준이 낮은 정도로 응답
하였다.
스토킹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피해를 1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그
심각도를 평가하게 한 결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넘는 수가 스토킹으로 인한 정
신적 피해를 심각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
노’, ‘스토킹 피해를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피해 당시의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
름’, ‘죽고 싶다는 생각’, ‘수치심, 모욕감’의 문항들에서 피해자들이 보고한 심각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많은 수의 스토킹 피해자들이 스토킹 피해 이
후에도 스토킹 피해와 관련한 생각이나 감정 등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위에
제시된 10개의 문항 외에 경험한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주관식으로 응답을 하게 하
였다. 스토킹 피해자에 의해 작성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주관식 응답을 살펴보면,
‘고립감’, ‘스토킹 피해로 인한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불면증, 공황장애, 자살기도
등으로 약물치료 또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음’, ‘이성에 대한 공포심 및 적대감 생
김’, ‘인간 자체에 대한 환멸과 불신’, ‘스스로에 대한 의심(내가 여지를 준 걸까? 하
는 생각 등)’, ‘가족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세상이 안전하지 않으며 나를 도와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불안감(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이 스토킹 사건을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가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의심했던 경우)’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 또한 일상생활에서 겪는
변화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정신적인 피해들은 뿌리
깊게 자리잡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스토킹 피해자가 피해에서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
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거 친밀도에 따른 스토킹 유형에서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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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듯이, 피해자의 일상생활 변화와 정신적 피해 또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 피해자의 일상생활 변화와 정
신적 피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과거 친밀도가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
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들은 피해자
와 과거 친밀한 사이였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주거지, 직장 등에 접근이 유
리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히지만, 정작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의
경우는 과거 관계에서의 친밀도와는 상관없이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감이나 일상
생활의 변화를 동일한 수준의 심각도로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토
킹 피해자의 고통 정도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이
며, 주관적 판단에 의해 수사 절차나 피해자 보호 서비스로부터 해당 피해자를 배
제하는 일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6)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 대응 방안

다음으로는 스토킹 피해 당시 피해자들의 대응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표
45>참고). 이 문항에서는 ‘무조건 마주치지 않게 피해 다녔다’는 응답이 53명
(20.7%)으로 가장 많았고, ‘화를 내고 싸웠다’는 응답은 40명(15.6%)으로 그다음을
이었다. 이 외에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는 응답은 38개(14.5%), ‘주위 사람
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32명(12.5%), ‘전화번호를 변경했다’는 응답은 21
명(8.2%), ‘그냥 당했다(저항하지 못 했다)’는 응답은 16명(6.3%), ‘경찰에 신고했다’
는 응답은 15명(5.9%), ‘온라인 활동을 아예 관두었다’는 응답은 14명(5.5%), ‘이사/
이직/전학을 했다’는 응답은 12명(4.7%), ‘전화국에 발신자 추적을 신청했다’는 응답
은 3명(1.2%)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응답하고 주관식으로 적은 경우는 11명(4.3%)으
로 나타났는데, 이 기타 응답에는 ‘가해자의 전화번호 또는 SNS 계정 차단’, ‘적당
히 답해주며 무시하기’, ‘(실제로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것
<표 45> 스토킹 피해 시, 주요 대처 방식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그냥 당했다
16
6.3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37
14.5
화를 내고 싸웠다
40
15.6
싫다는 데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32
12.5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21
8.2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화국에
발신자
추적을
신청했다
3
1.2
귀하에게 원치 않는
무조건
마주치지
않게
피해
다녔다
53
20.7
접촉을 시도할 때,
전문 상담기관에 의뢰했다
0
0
귀하의 주요 대응방법은
경찰에 신고했다
15
5.9
이사/이직/전학을 했다
12
4.7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름 또는 주민번호를 변경하였다
0
0
온라인 활동을 아예 관두었다(SNS 계정 14
5.5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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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알림’ 등이 있었다.

기타
지속 피해 아님

11
2

4.3
0.8

<표 46> 계속되는 스토킹 피해에 저항하지 못한 이유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나는 저항을 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73
28.5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걱정되서 13
5.1
공포심에 압도되어서
11
4.3
저항하면 가해자를 자극하는 것이 되어
스토킹 피해가
46
18.0
상황이 더 심각해질까봐
지속됨에도 저항하지 가해자로부터
불이익/보복을 당할 것
못하였다면,
31
12.1
같아서
그 주된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33
12.9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42
16.4
같아서
기타
6
2.3
지속 피해 아님
1
0.4

스토킹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저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서
는 저항을 했던 응답자들의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표 46>참고), ‘저항하면 가
해자를 자극하는 것이 되어 상황이 더 심각해질까봐’라고 응답한 경우가 46명(18%),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2명(16.4%),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3명(12.9%), ‘가해자로부터 불이익이
나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1명(12.1%),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3명(5.1%), ‘공포심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
이 11명(4.3%)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응답하고 주관식으로 답변을 적은 경우는 6명
(2.3%)이었는데, 이 응답은 ‘저항했을 경우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처벌 가능한 법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할 정도
는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차 가해가 두려웠기 때문에’, ‘오래 지속된 가
스라이팅으로 인해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에 나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되었고, 가해
자와 이전에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나의 신고로 가해자가 받을 불이익이 걱정되었
기 때문에’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보복을 걱정한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는 ‘가해자가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및 공포심을 크게 느꼈다’고 응답한 수가 129명(50.4%)으로
응답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가해자가 보복에 대한 위협 및 협박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9명(19.1%), ‘가해자로부터 보복성 폭행 및 상해, 손괴를 경험한 적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명(4.3%), ‘가해자가 보복 범죄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명(3.1%)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응답한 경우도 4명(1.6%)으로 나타
났는데, 기타 응답으로는 ‘가해자가 나의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스토킹 행위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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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빈도가 점점 세져서(나의 통제권을 벗어났으므로 보복 또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가 있었다(<표 47>참고).
<표 47> 스토킹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걱정 경험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보복을 걱정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55
21.5
가해자가 보복에 대한 위협 및 협박을 한 적이 49
19.1
있다
스토킹 가해자에
가해자가 보복 범죄를 시도한 적이 있다
8
3.1
의한 보복을
보복성 폭행 및 상해, 손괴를
11
4.3
걱정한 경험이 가해자로부터경험한
적이
있다
있는 경우
가해자가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및
129
50.4
공포심을 크게 느꼈다
기타
4
1.6

다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표 48>참고). 이 문항에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가 227
명(88.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알린 적이 없다’고 응답한 수가 29명(11.3%)
으로 나타났다.
<표 48> 스토킹 피해 폭로 경험 (n=256)
구분
귀하는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경험이
있습니까?

분류
있다
없다

빈도(명) 비율(%)
227
88.7
29
11.3

스토킹 피해자가 도움을 가장 먼저 요청한 대상으로는 ‘선후배 또는 친구’가 108
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가족, 친척’이 63명(24.6%), ‘경찰서(112 등)’가
37명(14.5%),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 센터 등 상담 기관’이 4명(1.6%), ‘온라
인 사이트별 신고센터’가 2명(0.8%)으로 나타났다(<표 49>참고). 기타로 응답한 경
우는 9명(3.5%)이었는데, 주로 중복응답이 차지하였다.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
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0명(11.7%)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50명(19.5%)을 제외하고, 나머지 응답자들(206
명, 80.5%)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찰에 신고해도 별 다른 조
치를 취해줄 것 같지 않아서’와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사소한 일이라 생각되어서(피
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기 47명(18.4%)으로 동일
하게 나타났다. 이어서 ‘나의 피해를 경찰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9명(15.2%), ‘과거에 문의/신고했을 때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도움
이나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3명(5.1%), ‘증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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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2명(4.7%),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몰라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2명(4.7%),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0명
(3.9%), ‘경찰에 신고할 경우 발생되는 법적인 절차가 부담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
가 9명(3.5%)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체크하고 주관식으로 응답한 경우는 7명(2.7%)
이었는데, 주관식 응답 내용으로는 ‘과거 경찰에 한 번 신고했으나 당시 경찰의 제
대로 된 대응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에 이후 신고를 하지 않았음’, ‘가
해자와 또 다른 인간관계를 공유하고 있어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
음’, ‘스토킹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했음’, ’가족이 알게 되거나 소문이 퍼질 것
이 염려되어’,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부모님의 만류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로 특정되는 게 싫어서’ 등이 있었다(<표 49>참고).
<표 49> 도움 요청 시, 그 대상과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으므로
30
11.7
해당사항 없음
경찰서(112 등)
37
14.5
제3자에게 도움을
가족, 친척
63
24.6
요청했을 경우, 그
선후배 또는 친구
108
42.2
이웃
3
1.2
대상은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
센터
등
누구였습니까?
4
1.6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
온라인 사이트별 신고센터
2
0.8
기타
9
3.5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50
19.5
경찰에 신고해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해줄 것 57
22.3
같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사소한 일이라
생각되어서(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47
18.4
생각되어서)
증거가
없어서
12
4.7
경찰에 도움을
나의
피해를
경찰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39
15.2
것
같아서
그 주된 이유는
경찰에 신고할 경우 발생되는 법적인
9
3.5
무엇입니까?
절차가 부담되어서
과거에 문의/신고했을 때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도움이나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13
5.1
못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몰라서 12
4.7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서
10
3.9
기타
7
2.7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경찰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피해자 스스로
도 스토킹 피해를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등과 같은 답변이 높은 응답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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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자리 잡힌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인식이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므로 현 상황에 대한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50> 스토킹 피해 경찰 신고 시 만족도와 만족하지 못한 이유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184
71.9
경찰에 신고한 경우,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
43
16.8
경찰의 조치에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15
5.9
대체로
만족한다
12
4.7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2
0.8
경찰의 조치에 만족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45
17.6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149
58.2
경찰은 나의 사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5
2.0
않았다
경찰은 나의 사건 자체를 잘 이해하지
12
4.7
못하였다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취할
경찰의 조치에 가해자의
근거가 있는 행위)가
16
6.3
만족하지 못했다면, 수 있는 행위(법적
별로 없었다
그 주된 이유는
2차
피해를 가했다
10
3.9
무엇입니까?
일처리가 지나치게 느리고 처리에 최선을
2
0.8
다하지 않았다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
4
1.6
가해자의 말을 믿고 연인 사이 문제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10
3.9
가볍게 취급했다
기타
3
1.2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72(28.1%)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경찰의 조치
에 대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3명(16.8%)으로 가장 많았고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5명(5.9%), ‘대체로 만족한다’는 12명
(4.7%), ‘매우 만족한다’는 2명(0.8%)으로 나타났다(<표 50>참고).
경찰의 조치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62명(24.2%)을 기준으로 만족하지 못한
주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표 50>참고), ‘가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취할 수 있는 행위(법적 근거가 있는 행위)가 별로 없었다’라고 응답한 경우
가 16명(6.5%), ‘경찰이 나의 사건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2명(4.7%), ‘경찰이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0명(3.9%), ‘가해자의 말
을 믿고 연인 사이 문제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취급했
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0명(3.9%), ‘경찰이 나의 사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명(2.0%),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4
명(1.6%), ‘일처리가 지나치게 느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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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명(0.8%)이었다. 기타로 체크하고 주관식으로 응답을 한 경우는 3명(1.2%)이었
는데, 그 내용으로는 ‘가해자와 화해하라며 3자 대면을 시켰음’, ‘주민등록상 주소지
를 묻고는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관할 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냈다’는 등의 응
답이 있었다.
<표 51> 경찰 신고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막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에
효과가 있었다
22
8.6
신고한 행위가 가해자의
효과가 없었다
50
19.5
스토킹 행위를 멈추게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184
71.9
사항 없음
효과가 있었습니까?

경찰에 신고한 경우(72명, 28.1%), 신고 행위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멈추게
하는데 효과가 있었느냐는 문항에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0명(19.5%),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2명(8.6%)으로 나타났다(<표 51>참고).
<표 52>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도움 요청하였다
20
7.8
여성의 전화 1366,
관련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101
39.5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48
18.8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증거가
없어서
19
7.4
해바라기 센터 등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
7
2.7
관련기관에 도움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33
12.9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0
0
도움을 요청할 경우 따르는 절차가
주된 이유는
17
6.6
부담스러워서
무엇입니까?
기타
11
4.3

여성의 전화 1366,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236명, 92.2%), 그 주된 이유로는 ‘관련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101명(39.5%)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의 중 절반 이상
이 이에 해당되었다(<표 52>참고). 나머지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8명(18.8%), ‘해당 기관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
우가 33명(12.9%), ‘증거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9명(7.4%), ‘도움을 요청할
경우 따르는 절차가 부담스러워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7명(6.6%),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7명(2.7%)이 있다. 기타에는 11명(4.3%)
이 응답하였는데, ‘과거 관련 기관을 이용 시, 2차 피해를 경험하면서 불신을 하게
되어서’, ‘스토킹 피해 당시 관련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관련 기관의 존재 자체
를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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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아예 하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되새기는 것이 싫
어서’, ‘성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성폭력도 동반된 피해였는데, 성폭력에
만 초점을 맞출 것 같아서’와 같은 응답이 확인되었다.
<표 53> 스토킹 피해의 중단 계기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아직도 스토킹 피해가 진행중이다
19
7,4
내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그만 두었기 때문에
48
18.8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게
32
12.5
가해자의 스토킹 가해자가 새로운
되었기
때문에
행위는 언제, 가해자를 직접 만나 대화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22
8.6
어떻게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45
17.6
경찰
등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12
4.7
멈추었습니까?
그 사람이 체포 또는 기소되었기 때문에
3
1.2
이유 없이 그냥 멈추었다
60
23.4
기타
15
5.9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멈추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이유 없
이 그냥 멈추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명(23.4%)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피
해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그만 두었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48명(18.8%), ‘주
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45명(17.6%), ‘가해자
가 새로운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32명(12.5%),
‘가해자를 직접 만나 대화로 해결하였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22명(8.6%), ‘경
찰 등 전문기관의 도움으로’라고 응답한 경우가 12명(4.7%), 기타의 이유가 15명
(5.9%)이었다(<표 53>참고). 기타의 응답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에 대
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경고함(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
음)’, ‘가해자에 맞서서 몸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나서’, ‘가해자가 군대에 입대해서’, ‘가해자가 이사를 가서’ 등이 확인되었다.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멈추었냐고 묻는 문항에 ‘아직도 스토킹 피해가 진행 중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도 19명(7.4%)으로 나타났다.

7) 정부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대한 인지도
<표 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인지 여부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전혀 모른다
71
27.7
2020년 12월 29일자로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161
62.9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
모른다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다
2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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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관
련 내용에 대해서 물었다(<표 54>참고). 우선, 2020년 12월 29일 자로 국무회의에
서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문
항에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 256명
중에 161명(62.9%)이었고,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7.7%)이었다. ‘제정
안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4명(9.4%)이었다(<그림 1>참고).

<그림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인식 정도
<표 5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인지하게 된 경로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TV
26
10.2
라디오
5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인터넷,
SNS
157
61.3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신문, 잡지
8
3.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폭력 예방 교육
4
1.6
관련
기관
소식지/발행자료
1
0.4
내용은 어떤 경로를 통해
친구/가족,
직장
동료/이웃
5
2.0
알게 되었습니까?
기타
0
0
몰랐음
50
19.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된 경
로로는 ‘인터넷, SNS’라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 206명(80.5%) 중 157명(61.3%)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55>참고). 그 다음으로는 ‘TV’라고 응답한 경우가 26
명(10.2%), ‘신문, 잡지’가 8명(3.1%), ‘라디오’와 ‘친구/가족, 직장 동료/이웃’이 각각
5명(2%), ‘폭력 예방 교육’이 4명(1.6%), ‘관련 기관 소식지/발행자료’가 1명(0.4%)으
로 나타났다(<그림 2>참고).
다음으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변화된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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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표 56>참고). 우선,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스토킹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214명(33.6%)으로 ‘모른다’고 응답한 42명
(16.4%)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그림 3>참고).

<그림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알게 된 경로

<그림 4> 스토킹의 정의에 대한 인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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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199명(77.7%)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 57명(22.3%)의 경우보다 3배 이상 많았다(<표 56>, <그림 4>참고).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서
장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방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는 내용에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명(78.5%)으로 이 역시 ‘알고 있다’고
응답한 55명(21.5%) 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표 56>, <그림 5>참고).
<표 5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변화된 스토킹 관련 법에 대
한 인식 (n=256)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알고
83.6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있다 214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모른다 42
16.4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알고
57
22.3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있다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 가능하다
모른다 199
77.7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알고
55
21.5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있다
경우 지방법원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모른다 201
78.5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알고
50
19.5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있다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른다 206
80.5
하였다.
잠정조치 예방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잠정조치
27
10.5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있다
예방응급조치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89.5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 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모른다 229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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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

<그림 6>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
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
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내용
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206명(80.5%),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0명
(19.5%)으로 모른다는 응답이 역시 높게 나타났다(<표 56>, <그림 6>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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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8> ‘잠정조치 예방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 처벌하고(잠정조치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방응급조치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 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하였다’

‘잠정조치 예방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잠정조치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 예방응급조치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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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 경찰을 지정하게 하
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하였다’는 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는 229명(89.5%)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27명(10.5%)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표 56>, <그림 7>
참고).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나,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법적, 제도
적 변화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변화된 스토킹
관련 법적, 제도적 변화에 대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2.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거 친밀도가 스토킹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스토킹 가해 유형에 대해서 묻는 10개
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ronbach의 α값이 .889로 신뢰
로운 것으로 나타났다(<표 57>참고).
<표 57> 스토킹 가해 유형 문항 적합성

항목이
항목이
항목이
수정된 제곱 다중 삭제된
삭제된 경우 삭제된 경우 항목-전체 상관관계
경우
척도 평균 척도 분산 상관관계
Cronbach
알파
접근, 미행
46.145
486.697
.518
.629
.885
주거지 등 찾아옴
46.422
474.551
.505
.654
.886
통신매체 등 이용 사진, 46.008
486.565
.415
.326
.891
메시지 보냄
타인 또는 가해자
436.818
.698
.505
.873
본인이 직접 물건 보냄 48.746
피해자 개인정보
447.488
.664
.677
.875
이용하여 물건 주문 50.402
피해자 뿐 아니라
48.996
430.514
.734
.568
.870
주변인 어렵게 함
48.586
434.416
.683
.575
.874
피해자 정보 소문
개인적 공간 몰래
48.434
426.545
.711
.536
.871
숨어들어 겁을 줌
50.617
448.998
.654
.668
.876
피해자인척 행세
436.853
.653
.525
.876
피해자와의 관계 소문 4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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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표본 t검증
<표 58>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스토킹 유형의 심각도 차이
가해자와의 관계
심각도
스토킹 유형
(과거 친밀한 관계 n=93, 점수의 평균
과거 친밀하지 않음 n=73) (표준편차)
과거 친밀한 관계였음
6.81(2.68)
접근, 미행
친밀한 관계 아니었음
7.59(2.44)
과거
친밀한
관계였음
5.51(3.23)
주거지 등 찾아옴
친밀한 관계 아니었음
7.67(2.71)
통신매체 등 이용
과거 친밀한 관계였음
6.59(3.53)
친밀한
관계
아니었음
7.94(2.53)
사진, 메시지 보냄
타인 또는 가해자
과거 친밀한 관계였음
4.15(3.29)
5.51(3.44)
본인이 직접 물건 보냄 친밀한 관계 아니었음
피해자 개인정보
과거 친밀한 관계였음
2.88(3.04)
3.91(3.43)
이용하여 물건 주문 친밀한 관계 아니었음
피해자 뿐 아니라
과거 친밀한 관계였음
3.88(3.34)
친밀한 관계 아니었음
5.25(3.59)
주변인 어렵게 함
과거 친밀한 관계였음
4.26(3.47)
피해자 정보 소문
친밀한 관계 아니었음
5.58(3.66)
개인적 공간 몰래
과거 친밀한 관계였음
4.32(3.71)
친밀한 관계 아니었음
5.66(3.77)
숨어들어 겁을 줌
과거
친밀한
관계였음
2.74(3.22)
피해자인척 행세
친밀한 관계 아니었음
3.45(3.44)
친밀한 관계였음
5.03(3.65)
피해자와의 관계 소문 과거
친밀한 관계 아니었음
4.67(3.46)
**p<.01 *p<.05

자유도

t값

164
139.947
125.648
164
161.585
164
164
164
164
164

-1.967
-2.462*
-2.751**
-2.568*
-2.060*
-2.518*
-2.264*
-2.289*
-1.362
.651

스토킹 행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가해자와의 과거 친밀도를 기준으
로 각 스토킹 유형의 심각도를 비교하였다(<표 58> 참고). 가해자와 과거 친밀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집단 간 차이를 보았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거 친밀
한 관계였던 경우 ‘전화, 편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 그림,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그림 13>참고)에
대한 심각도를 더욱 두드러지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와 그 지역에 와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켜보는 행위’(<그림 9>참고), ‘가해자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해 특정 물건, 그림, 사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그림 11>참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일상생활 유
지를 어렵게 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그림 10>참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
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그림
12>참고), ‘집 또는 차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간에 몰래 숨어들어 겁주거나 가해
자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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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그림 15>참고), ‘인터넷, 공공장소 또는 구두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게
시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그림 14>참고)의 경우 과거 가해자와 친밀한 사
이였을 때, 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친밀한 관계였을 경우 스토킹
행위가 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과거 친밀한 관계였기 때
문에 상대의 개인정보나, 집 또는 직장 위치,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거 친밀도를 이유로 피해자에
게 가해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권유하거나,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단순 갈등(예: 과거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한 일 등)으로 치부하
거나 정당화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사
기관에서는 신고된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던 경
우 보다 세밀하게 사건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제시한 그
림을 통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함

<그림 10>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와 그 지역에
와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서 있음

<그림 11>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함

<그림 12> 가해자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해
특정 물건, 그림, 사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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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함

<그림 14> 전화, 편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 그림,
문자 등을 보냄

<그림 15> 인터넷, 공공장소 또는 구두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함

<그림 16> 집 또는 차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간에 몰래 숨어들어 겁주거나
가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함

<그림 17> 피해자와 사귀는 것처럼 혹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
님

<그림 18>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척 행세를 하고 다님(SNS 계정
생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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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관분석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연인 관계 등으로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에서 스토킹 범
죄가 발생했을 때, 과거 친밀도 정도가 스토킹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표 59>참고).
상관분석 결과, 친밀도 정도는 가해자의 ‘접근 및 미행’(r=.186, N=256, p < .01),
‘통신매체 등 이용 사진, 메시지 보냄’(r=.286, N=256, p < .01), ‘피해자의 개인정보
이용’(r=.177, N=256, p < .01), ‘피해자의 주변인 어렵게 함’(r=.258, N=256, p <
.01),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간에 몰래 숨어듦’(r=.251, N=256, p < .01), ‘피해자인 척
행세’(r=.124, N=256, p < .05)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와 과거 친밀했던 관계일수록 가해자가 피해자
에게 전화, 편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
하거나 특정한 사진, 그림, 문자 등을 보내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
<표 59> 스토킹 가해자와의 과거 친밀함 정도와 스토킹 유형의 상관
1 2 3 4 5 6 7 8
1. 친밀함 정도
2. 접근, .186 미행
**
3. 주거지 .083 .770 등 찾아옴
**
4. 사진, .286 .244
메시지 ** ** .101 보냄
5. 물건 .117 .405 .425 .418 보냄
** ** **
6.
.250 .322 .197 .556 개인정보 .117
** ** ** ** **
이용
7. 주변인 .258 .372 .371 .389 .545 .596 어렵게 함 ** ** ** ** ** **
8. 내 정보 .121 .301 .255 .426 .503 .480 .606 소문
** ** ** ** ** **
9. 몰래 .251 .480 .519 .317 .548 .548 .605 .507
숨어듦 ** ** ** ** ** ** ** **
10. 나인척 .124 .218 .272 .191 .513 .786 .584 .514
행세
* ** ** ** ** ** ** **
11. 관계 .089 .347 .330 .397 .490 .415 .506 .671
소문
** ** ** ** ** ** **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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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500 **
.466 .498
** **

-

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하
며, 집 또는 차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간에 몰래 숨어들어 겁주거나 가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두드러
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척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경우(SNS 계정 생성 등)도 나타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5. 회귀분석
상관분석을 통해 가해자와의 과거 친밀도 정도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와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상관분석을 통해 드러난 관련성이 실제로 인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
위’는 2.6%의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 251)=2.718,
p < .030](<표 60>참고).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친밀했던 사이였던 경우 ‘지
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
다. 이런 결과는 ‘가해자와의 과거 친밀도를 높게 평가한 응답자의 스토킹 피해로
인해 제일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기록하게 한 주관식 문항의 답변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에 의해 작성된 주관식 응답은 다음과 같다: ‘연인, 친구,
선후배, 보호자 등과 같은 과거 친밀했던 관계를 맺었던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에 대한 정보, 생활패턴, 집이나 학교, 직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공통의 지
인에게 다른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생활패턴을 알아내 주변을 맴돌며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을 하였다’
<표 60> 가해자와의 과거 친밀도가 스토킹 유형(접근, 미행)에 미치는 영향
B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SE
β
t
F
(상수)
5.694
1.205
4.726***
친밀도 정도 .137
.048
.177 2.834**
접근, 미행 피해자 성별 .106
.769
.009
.138 2.718*
교육수준
.159
.201
.052
.792
나이
.141
.185
.050
.762
***p<.001 **p<.01 *p<.05

R²
.026

반면,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와 그 지역에 와서 지속
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서 있는 행위’는 -.8%의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4, 251)=.463, p > .763](<표 6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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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가해자와의 과거 친밀도가 스토킹 유형(주거지 등 찾아옴)에 미치는 영향
B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SE
β
t
F
R²
(상수)
7.016
1.483
4.732***
친밀도
정도
.079
.060
.084
1.319
주거지 등 피해자 성별 -.040
.947
-.003 -.042 .463 -.008
찾아옴 교육수준
.045
.247
.012
.184
나이
-.071
.228
-.021 -.312
***p<.001 **p<.01 *p<.05

가해자가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사진,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행위는 7.8%
의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 251)=6.356, p <
.000](<표 62>참고).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친밀했던 사이였던 경우 ‘전화, 편
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 그림, 문자 등을 보냄’과 같은 유형의 스토킹 행위가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
다. 이 또한 피해자에 의해 작성된 주관식 응답에서 관련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해자와 과거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서로의
SNS 또는 게임 계정 등을 알고 있어서 그쪽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옴. 가해자
의 계정을 차단했지만, 나의 계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계
속 연락을 했음’,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나의 관심사를 알고 내가 좋아할만한 사
진이나 그림을 보냄. 하지만, 이를 스토킹 행위라고 폭로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할
수는 없었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민하다고 생각하며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 관심의 표현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당하는 나는 알아챌 수 있는 신고하거나 폭로하기 애매한 수
준의 그런 집착들이 주로 이루어져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음’
<표 62> 가해자와의 과거 친밀도가 스토킹 유형(통신매체 이용하여 사진, 메시지 보냄)에
미치는 영향
B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SE
β
t
F
R²
(상수)
5.149
1.399
3.682***
사진, 친밀도
정도 .261
.056
.283 4.647*** 6.356
메시지 등 피해자 성별 .318
.893
.022
.356 *** .078
교육수준
-.202
.233
-.055
-.864
보냄
나이
.347
.215
.104
1.612
***p<.001 **p<.01 *p<.05

이어서 가해자가 타인을 통해 또는 본인이 직접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행위
는 .9%의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4,
251)=1.578, p > .181](<표 63>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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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가해자와의 과거 친밀도가 스토킹 유형(타인을 통해 또는 가해자 본인이 직접 물
건을 보냄)에 미치는 영향
B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SE β
t
F
R²
타인을
(상수)
1.768
1.689
1.047
통해 또는 친밀도 정도
.132
.068 .123 1.949
가해자 피해자 성별
1.578 .009
1.743
1.079 .102 1.616
본인이 교육수준
.048
.282 .011
.171
나이
.127
.260 .033
.488
물건 보냄
***p<.001 **p<.01 *p<.05

피해자의 개인정보 이용하는 경우는 3.3%의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F(4, 251)=3.142, p < .015](<표 64> 참고). 즉, 가해자와 피해자
가 과거 친밀했던 사이였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
적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

<표 64> 가해자와의 과거 친밀도가 스토킹 유형(피해자의 개인정보 이용해 물품 주문하기)
에 미치는 영향
B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SE β
t
F
R²
2.561
1.573
1.628
피해자의 (상수)
친밀도
정도
.197
.063
.194
3.116**
개인정보 피해자 성별 1.000
1.004 .062
.996
3.142* .033
이용해 교육수준
-.417
.262 -.104 -1.591
물품 주문
나이
-.058
.242 -.016 -.241
***p<.001 **p<.01 *p<.05

피해자 주변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7.5%의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 251)=6.162, p < .000](<표 65>참고). 이 결과에 따
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거 친밀한 관계였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될 기회가 그렇지 않은 경
우와 비교하였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스토킹 행
위 또한 ‘스토킹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잘 받
지 않으면 부모님을 찾아갈 것이라고 협박을 함’, ‘연인 관계 시 나에게 들었거나
나의 일기장을 훔쳐봐서 알고 있는 비밀 이야기를 주변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
며 만나자고 함’, ‘내 직장 또는 부모님의 일터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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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가해자와의 과거 친밀도가 스토킹 유형(피해자 주변인 어렵게 함)에 미치는 영향
B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SE
β
t
F
R²
(상수)
2.301
1.655
1.391
피해자 친밀도 정도 .304
.066
.278 4.569***
주변인 피해자 성별 1.914
1.057 .111 1.812 6.162
.075
***
-.433
.276 -.100 -1.568
어렵게 함 교육수준
나이
-.004
.255 -.001 -.015
***p<.001 **p<.01 *p<.05

가해자가 인터넷, 공공장소 또는 구두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1.9%의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4, 251)=2.218, p > .068](<표 66>참고).
<표 66> 가해자와의 과거 친밀도가 스토킹 유형(피해자에 대한 정보 소문내기)에 미치는
영향
B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SE
β
t
F
R²
(상수)
6.727
1.746
3.852***
피해자에 친밀도 정도 .142
.070
.127 2.023*
대한 정보 피해자 성별 -.944
1.115 -.053 -.847 2.218 .019
교육수준
-.597
.291
-.135 -2.050
소문
나이
.053
.269
.013
.199
***p<.001 **p<.01 *p<.05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공간에 몰래 숨어드는 행위의 경우 6.1%의 설명
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 251)=5.116, p <
.001](<표 67>참고). 이는 즉, 가해자가 ‘집 또는 차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간에
몰래 숨어들어 겁주거나 가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 더 많
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스토킹 가해로 인해 힘들었던 점’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서 관련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조합해 집 안에 침입을 해 내가 귀
가할 때까지 기다림. 이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말을 듣고 단순 사랑싸움 내지는 헤어진 연인을 붙잡으려는 시
도 정도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음’, ‘집 앞에 요청하지도 않은 물건이나
편지, 쪽지 등을 선물이라며 두고 간 것을 보고는 가해자가 집 주변에서 나를 지켜
보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음. 그 뒤로 집 주변에서는 항상 경계를 했음.
집에 가는 길이 너무 피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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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가해자와의 과거 친밀도가 스토킹 유형(피해자의 개인적 공간에 몰래 숨어듦)에
미치는 영향
B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SE
β
t
F
R²
피해자의 (상수)
4.177
1.770
2.360*
.071
.266 4.333*** 5.116
개인적 친밀도 정도 .308
성별
.827
1.130
.045
.732
공간에
.061
**
교육수준
-.425
.295
-.095 -1.472
몰래
나이
-.053
.272
-.013 -.196
숨어듦
***p<.001 **p<.01 *p<.05

가해자가 피해자인척 행세를 하는 것은 4%의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 251)=3.650, p < .007](<표 68>참고). 이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척 행세를 하고 다니는 행동
(SNS 계정 생성 등)’이 과거 피해자와 친밀했던 관계일수록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
을 시사한다.
<표 68> 가해자와의 과거 친밀도가 스토킹 유형(피해자인 척 행세)에 미치는 영향
B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SE β
t
F
R²
(상수)
1.033 1.563
.661
친밀도
정도
.145
.063
.144
2.316*
피해자인
3.650** .040
성별
1.887
.998
.118
1.891
척 행세 교육수준
-.689 .261 -.172 -2.641**
나이
.290
.240 .079
1.208
***p<.001 **p<.01 *p<.05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귀는 것처럼 소문을 내는 행위는 1.4%의 설명력
을 가지며 과거 친밀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4,
251)=1.911, p > .109](<표 69>참고).
<표 69> 가해자와의 과거 친밀도가 스토킹 유형(관계 소문)에 미치는 영향
B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SE
β
t
F
(상수)
5.462
1.776
3.075**
친밀도 정도 .115
.071
.101
1.612
관계 소문
성별
.429
1.134
.024
.378 1.911
교육수준
-.691
.296
-.154 -2.333*
나이
.172
.273
.042
.628

R²
.014

***p<.001 **p<.01 *p<.05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과거 친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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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외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공통된 지인의 존재 여부, 관계에 대한 소문
을 냄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얻을 수 있는 이차적 이득, 과거 관계가 얼마나 공개적
이었는지 여부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밀도 정도만
을 한정해 영향을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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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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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본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는 외국의 스토킹 법안과 제도에 대한 조사
및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기조를 다지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적으로 국내의 스토킹 법안 입법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어서 외국의 스토킹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피해의 양상
과 심각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국외의 현행 스토킹 관련 법과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를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들 나라 모두 스토킹 범죄를
세부적이며 구체적으로 정의해놓은 법안을 마련해 놓았으며, 스토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법령에 제시된 스토킹 행위 예시 외에도 행동의 맥락,
동기,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동의 예를 16개로 나누
어 제시해 미세하거나 애매하게 나타나는 스토킹 행위도 놓치지 않도록 해놓았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고려사항 기준을 만들어 가해자-피해자 조기
식별을 통해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 스토킹 행위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되는 것
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호주의 경우는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와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분리해 명시를 함으로 스토킹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스토킹 범죄에 보다 적절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두
었다.
호주를 제외한 캐나다, 미국, 영국 모두 경찰단계에서 ‘스토킹 위험성 평가 도구’
를 사용함으로 경찰관이 스토킹의 위험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전문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다. 또한 교묘하고 해가 없는 것
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명시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속적으
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최근에서야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
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
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제정안에서는 스토킹 피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 예방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전담조사제
도와 같은 새로운 피해자 보호절차도 마련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스토킹 행위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던 기존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이런 제정안의 의결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스토킹으로 이미 생명의 손실이 발생한 여러 피해 사례들과 현재까지도 다양하게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피해자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제정안 의결을 넘어서「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법이 신속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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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도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하겠다.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력의 사건개입이 어렵다.
경찰의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스토킹 가해자가 ‘정신
착란이나 술에 취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 24시간 이내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고(제4조 1항 1
호), 그 외에는 범죄의 행위가 목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경찰관이 이를 예방하
기 위한 경고 및 제지를 할 권한만을 갖는다(제6조). 따라서 스토킹 행위자가 ‘정신
착란이나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스토킹이 임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을 방
치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여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 경우 경찰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김잔디, 2015; 김정혜, 2018).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국외의 사례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의 경찰 또한 스토킹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상황의 위
험성과 긴급성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사용하도
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
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처음 현장에서 즉시 그 위험성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여 그 정도에 따라 가·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평가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강지은, 노주애, 이
승원, 이수정, 2020).
이렇게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해 사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사건처리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왔다. 2018년 가정
폭력 사건으로 신고된 건수의 경우와 가정폭력범죄로 검거된 건수의 경우, 각각
248,660건과 41,905건으로 2016년 이후 가정폭력 신고건수와 검거건수 모두,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9년 가정폭
력 사건 검거건수는 49,873건으로, 지난 3년과 달리 상승하여 신고건수 대비 검거건
수 비율이 20%에 이르는 모습이 나타났다(<표 70>참고). 더불어 가정폭력 검거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로 검거된 인원 또한 증가하였다. 구속 및 가정보
호사건 송치 인원이 2019년에 각각 505명과 21,103명으로 지난 3년과 비교해서 가
장 높은 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한 현장대응의
강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검거건수와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
치된 인원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71>참고; 경찰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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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0> 경찰 단계 가정폭력범죄 신고 및 검거 현황(경찰청, 2020)
신고건수 대비
년도
신고건수a
검거건수b
검거건수 비율c
2016
264,567건
45,619건
17.2%
2017
279,082건
38,583건
13.8%
2018
248,660건
41,905건
16.8%
2019
240,723건
49,873건
20.7%
c: b/a*100

<표 71> 가정폭력범죄 검거·조치 현황(경찰청, 2020)
검거인원
년도
계
구속
불구속
2016
53,511명
503명
52,908명
2017
45,264명
384명
44,880명
2018
43,576명
355명
42,967명
2019
58,987명
505명
14,778명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
19,834명
15,979명
14,689명
21,103명

더 나아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건수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지난 3년간
가정폭력범죄 검거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 검거건수
대비 긴급임시조치 집행비율이 약 3%를 유지하면서 긴급임시조치의 집행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약 1,000건대를 유지하던 긴급임시조치 건수가 2019년에는
3,447건에까지 비약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가정폭력 검거 건수 대비 긴급임시조치
집행비율이 6.9%로 엄청난 증가를 보였다(<표 72>참고). 이는 ‘가정폭력 위험성 조
사표’를 참고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결과, 긴
급임시조치와 사건처리율의 증가가 나타나는 등 기대하고자 하는 긍정적 효과를 얻
은 것으로 판단된다(경찰청, 2020). 이처럼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초동 대응을 하고자 하는 방안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검거건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후 사건처리와 조치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표 72> 가정폭력범죄 검거 건수 및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집행/임시조치 신청 현황(경찰
청, 2020)
긴급임시조치 c
임시조치신청 e
년도
검거건수a
건수b
비율
건수d
비율
2016
45,619건
1,769건
3.9%
5,666건 12.5%
2017
38,583건
1,183건
3.1%
4,436건 11.2%
2018
41,905건
1,787건
4.3%
4,833건 11.5%
2019
49,873건
3,447건
6.9%
5,568건 11.2%
c: b/a*100, e: d/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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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신고 된 사건의 단면만 보아서는 안 되고, 최종적으로
신고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던 혹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등을 고려하여 잠재
적 위험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입해야 한다. 현재 경찰에서도 스토킹 현장에 출동
하는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젠더폭력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거나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서는 응급조치, 예방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상황의 위험성과 긴급성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해 피해자를 가
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돕는 위험성 평가도구는 전무한 상태이
다. 현재 경찰이 현장 대응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의 경우처럼 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된
평가도구의 개발과 도입을 통해 초기 현장 경찰관의 의사결정을 돕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게 한다면 객관적이고 신속한 초동조치에 대한 그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스토킹 피해 경험에 대한 설문]을 통해 스토킹 피해의 실태
를 살펴보았다. 설문이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피해자들에게 얼
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 이전에 연인이나 친구 등과 같은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 스토킹 행위가 더욱
심각하고 폭력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계의 친밀성 특성상 가해자
가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더욱 쉬우며 공통의 지인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
인정보와 사생활을 알아내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스토킹 양상이 심각하
고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과거 관계 친밀도에 따라 그
양상이 보다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스토킹 행위에는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
족, 친구 등 주변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위협하는 것’, ‘집 또는 차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간에 몰래 숨어들어 겁주거나 가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있다. 이 두 행위 모두 초
기 개입을 통해 저지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보다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이
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거 관계 친밀도가 보다 심각하고
폭력적인 스토킹 행위를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겠다.
반면,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는 가해자와 과거 친밀했던 관계였을수록 자신의 피
해 사실을 폭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본 설문에
응답한 피해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과거 관계의 친밀도 때문에 피해 사실을 타인
에게 알려도 피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스스로를 의심하며 예민한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할 경우
사건을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관계에서 발생한 단순한 갈등, 끝난 관계를 회복
해보려는 시도 정도로 받아들여 신고 취소를 종용하거나 가해자를 편드는 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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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의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의 애정을 빌미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가스라
이팅하며 옭죄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의 애정 교류를 무기로 피해자가 신
고를 취소하도록 은근하게 압박을 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외에도 피해자와 가
해자가 과거 친밀한 사이였던 경우에는 피해자만 알아차릴 수 있는 일종의 시그널
보내기와 같은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져 피해 당시에 피해자가 스토킹인지
알아채지 못했다가 한참의 시간이 흐른뒤에서야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의 경우 가해자
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 보다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사건에 접근할 필
요가 있겠다. 또한 이런 스토킹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눈앞
에 놓인 위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해 생명의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두고 보기만 하
는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관계에서의 폭력 수반 여부가 향후 스토킹에 폭력 수반 여부
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거 관계에서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 양상도 보다 심각하
고 폭력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Brewster, 2002; Mechanic 등, 2000;
Meoly 1996, 1998, Tjaden과 Thoennes, 1998). 설문 응답자의 답변을 살펴보면, 스
토킹 가해자와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고 그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비
율은 전체 응답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거 폭력 수
반 유무가 향후 스토킹 양상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에서 신체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던 것을 고려한
다면, 본 연구에서는 신체폭력 외에도 정서적, 사회적, 금전적 피해 등과 같이 전반
적인 피해 유형을 다루었기 때문에 과거 관계에서의 폭력 수반 여부가 향후 스토킹
에서의 폭력 수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신체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 관계에서의 폭력 수반
여부가 스토킹에서의 폭력 수반 여부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볼 필요
가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스토킹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스토킹이 여성대상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응답자의 성별을 여성
과 남성으로만 분류하여 응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성별을 이분법적으로만 나누
어서 바라보는 행위는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이분법적인 성별
에 들지 못하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아예 배제해버리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스토킹이 사회적 지지가 결핍되었거나 약해진 상태일 때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하면(Cao와 Wang, 2020), 아직까지도 성소수자
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상 성소수자 집단이야말로 스토킹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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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취약한 계층일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
말로 실효성있는 스토킹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는 방
법을 지양하고,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도록 다양한 성별 선택지를 제공할 필
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설문 참여자의 연령대가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나타나 연구 결과를 전 연령대에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경우, 응답자의
82%(210명)가 20대와 30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
는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이상은 2.3%(6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설문을 오프라
인상에서 고연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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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스토킹 피해 경험에 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회사무처에서 발주된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스토킹 위험성 평가 도구’를 제작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
정입니다. 스토킹 위험성 평가 도구의 사용을 통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스토킹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
는데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설문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분만 응답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피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본 설문의 질문에는 맞거나 틀린 정답이 없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경험이나
느낌,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각 문항에 응답 시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
지 마시고,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행동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 전체 응답에는 약 20 ~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응답이 하나라도
빠진 설문지는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커피(아메리카노) 기프티 쿠폰을 제공해 드
리오니, 설문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귀하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휴대폰 번
호 기재는 선택사항이므로, 번호를 적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휴대폰 번호를 적지 않으신다면 기프티 쿠폰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프티 쿠폰
은 설문의 모든 문항에 응답을 완료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한 분을 대상으로 응답의 성
실도를 고려해 제공됩니다. 즉, 거짓으로 스토킹 피해 경험을 보고하거나 성실하게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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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사례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프티 쿠폰은 본 설문이 모
두 완료된 후 2021년 2월 마지막 주 정도에 일괄지급 될 예정입니다.
설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구진에게 언제든 연락(이메일:
forensicpsykyonggi@gmail.com)을 주십시오.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연구 책임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
지 않습니다.
※ 본 설문은 2021년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진행됩니다. 응답률에 따라 설문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기한 내에 빠르게 응답 부탁드립니다.

1. 본 설문은 스토킹 피해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네 ② 아니오.
스토킹 피해 경험이 없다면 여기서 설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은 스
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응답이 불가합니다. 본 설문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이 부분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2. 본 설문에서는 스토킹 피해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질문이 주를 이룹니다. 본
설문에 응답한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응답은 무기명 처리되어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동의한다
면 동의한다에 체크를 해주세요.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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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에 응답하시던 중 과거의 피해 경험 상기로 인해 심리적 고통감을 느끼는
분들은 응답을 멈추셔도 됩니다. 아래의 상담 및 지원기관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
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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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정보

다음은 설문의 통계처리를 위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2. 현재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① 19세 미만 ② 19세 이상 ∼ 29세 이하 ③ 30세 이상 ∼ 39세 이하 ④ 40세 이상
∼ 49세 이하 ⑤ 50세 이상 ∼ 59세 이하 ⑥ 6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졸업 ③ 2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석사졸업 ⑤
대학원 박사졸업
4.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대전광역시 ⑥ 광주
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전라북도
⑬ 전라남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제주도 ⑰ 세종특별시

스토킹 전반적인 경험

다음은 전반적인 스토킹 경험에 대해서 묻는 문항들입니다.
5. 귀하가 스토킹 피해를 당한 첫 피해 연령은 언제입니까?
① 19세 미만 ② 19세 이상 ∼ 29세 이하 ③ 30세 이상 ∼ 39세 이하 ④ 40세 이상
∼ 49세 이하 ⑤ 50세 이상 ∼ 59세 이하 ⑥ 60세 이상
6. 현재까지 귀하를 스토킹 한 가해자의 수는 총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 귀하를 스토킹한 가해자의 수가 1명 이상이라면, 그 중 귀하에게 제일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스토킹 가해자가 한 명이었
다면, 그 한 명으로부터의 피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7. 귀하가 스토킹을 경험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개월 이하 ② 2 ∼ 3개월 ③ 4 ∼ 5개월 ④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⑤ 1년 이
상 ∼ 2년 미만 ⑥ 2년 이상 ∼ 3년 미만 ⑦ 3년 이상 ⑧ 기타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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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가 경험한 스토킹의 경우, 귀하는 언제쯤부터 가해자의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알아채게 되었습니까?
①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1회 있었을 때
②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2회 있었을 때
③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3회 있었을 때
④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4회 이상 있었을 때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귀하가 스토킹 피해에 대한 도움을 제3자(경찰 신고, 지인에게 알림, 1366과 같은
기관 상담 등)에게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까?
①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1회 있었을 때
②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2회 있었을 때
③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3회 있었을 때
④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4회 이상 있었을 때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9-1.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피해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② 나 혼자서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③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져서
④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로 가족이나 지인도 피해를 입어서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10. 귀하가 스토킹을 경험한 횟수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3번 ③ 일주일에 1번 ④ 2주에 1번 ⑤ 한 달에 1번
⑥ 기타_________________

스토킹 가해자 정보 &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다음은 귀하를 스토킹한 가해자 및 귀하와 가해자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항들입
니다.
※ 귀하를 스토킹한 가해자의 수가 1명 이상이라면, 그 중 귀하에게 제일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스토킹 가해자가 한 명이었
다면, 그 한 명으로부터의 피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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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는 스토킹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12. 귀하를 스토킹한 가해자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 여성 ② 남성 ③ 잘 모름
13. 귀하가 경험한 스토킹 가해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① 친(의/양)부모, 친인척 ② (전)배우자 ③ (전)애인 ④ 직장관계자 ⑤ 동급생 선후
배 ⑥ 서비스 제공자 ⑦ 채팅 상대자 또는 SNS 상 팔로워 ⑧ 동네사람 ⑨ 단순 대
면인 ⑩ 모르는 사람 ⑪ 기타___________
14. 스토킹 가해자와 과거 친밀한 관계(전 배우자, 전 애인 등)였던 경우, 그 관계가
스토킹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지속이 되어왔습니까?
① 1개월 이하 ② 2 ∼ 3개월 ③ 4 ∼ 5개월 ④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⑤ 1년 이
상 ⑥ 기타_________________ ⑦ 친밀한 관계 아님
14-1. 귀하가 생각하기에 스토킹이 발생하기 전에 가해자와의 친밀감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1은 전혀 관계가 없다, 10은 매우 친밀했다 입니다. 1부터 10까지 중에,
스토킹 피해 발생 전까지 가해자와의 친밀도에 체크해 주세요.
친밀감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친밀하지

친밀함

않음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 스토킹 가해자로부터의 데이트 폭력 또는 가정폭력
경험
스토킹 가해자와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 해당 스토킹 가해자로부터의 데이트
폭력 또는 가정폭력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문항들입니다.
※ 귀하를 스토킹한 가해자의 수가 1명 이상이라면, 그 중 귀하에게 제일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스토킹 가해자가 한 명이었
다면, 그 한 명으로부터의 피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15. 스토킹 가해자와 과거 친밀한 관계(전 배우자, 전 애인 등)였던 경우, 스토킹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스토킹과 같은 행위 또는 폭력(신체(성폭력 포
함), 정신, 경제, 사회, 사이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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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있음 ② 없음 ③ 스토킹 가해자와 이전에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16. 가해자와의 과거 관계에서 스토킹과 같은 행위 또는 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다
고 응답한 경우, 아래에 기술된 행위 중 상대방이 귀하에게 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
을 선택해주십시오.
* 스토킹 가해자와 과거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경우 ->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
었음'에 체크하시고, 가해자와의 과거 관계에서 스토킹과 같은 폭력이 발생한 적이
없으면 ->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에 체크하고 뒤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16-1. 핸드폰, 이메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자주 점검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6-2. 옷차림을 제한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6-3. 동호회 활동이나 모임 활동을 못하게 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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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타_________________
16-4.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6-5.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6-6. 다른 사람과 통화하지 못하게 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6-7. 친구들을 못 만나게 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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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6-8.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6-9.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의심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6-10.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본인이 원한다는 이유로 억지로 하도록 만든 적이 있
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6-11.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 두게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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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7. 스토킹 가해자와의 과거 관계에서 스토킹과 같은 행위 또는 폭력이 발생한 적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아래에 기술된 정서적 폭력 행위 중 상대방이 귀하에게 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주십시오.
* 스토킹 가해자와 과거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경우 ->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
었음'에 체크하시고, 가해자와의 과거 관계에서 스토킹과 같은 폭력이 발생한 적이
없으면 ->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에 체크하고 뒤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17-1.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7-2.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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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7-4.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7-5. 나의 소유물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7-6.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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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7-7.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8. 스토킹 가해자와의 과거 관계에서 스토킹과 같은 행위 또는 폭력이 발생한 적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아래에 기술된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행위 중 상대방이 귀
하에게 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주십시오.
* 스토킹 가해자와 과거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경우 ->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
었음'에 체크하시고, 가해자와의 과거 관계에서 스토킹과 같은 폭력이 발생한 적이
없으면 ->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에 체크하고 뒤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18-1.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나에게 던진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8-2. 나의 팔을 비틀거나 꼬집은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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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8-3. 나를 (벽 쪽으로) 거칠게 밀친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8-4. 나를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8-5. 나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8-6. 나를 발로 찬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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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8-7.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나를 때린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8-8. 나를 심하게 마구 때린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8-9. 나의 목을 조른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8-10. 뜨거운 물이나 불로 화상을 입힌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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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8-11. 칼(가위) 등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8-12. 칼(가위) 등 흉기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9. 스토킹 가해자와의 과거 관계에서 스토킹과 같은 행위 또는 폭력이 발생한 적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아래에 기술된 성폭력과 관련된 행위 중 상대방이 귀하에
게 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주십시오.
* 스토킹 가해자와 과거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경우 ->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
었음'에 체크하시고, 가해자와의 과거 관계에서 스토킹과 같은 폭력이 발생한 적이
없으면 ->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에 체크하고 뒤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19-1.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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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9-2.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9-3.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애무를 한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9-4.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 151 -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9-5. 신체적 폭력을 쓰진 않았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유사성교(구강성교 등)를 요
구한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9-6. 신체적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9-7.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잡거나 누르는 등의 완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9-8. 성관계를 하기 위해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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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9-9. 내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9-10. 유사성교(구강성교 등)를 하기 위해 나를 위협한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19-11. 성관계(성기삽입)를 하기 위해 나를 위협한 적이 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20. 스토킹 가해자와의 과거 관계에서 스토킹과 같은 행위 또는 폭력이 발생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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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아래에 기술된 상해와 관련된 행위 중 상대방이 귀하에게
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주십시오.
* 스토킹 가해자와 과거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경우 ->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
었음'에 체크하시고, 가해자와의 과거 관계에서 스토킹과 같은 폭력이 발생한 적이
없으면 ->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에 체크하고 뒤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20-1. 과거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 시 싸우다가 삐거나 멍이 들거나 살짝(미세하게)
상처가 났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20-2. 과거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 시 싸우다가 다음날까지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20-3. 과거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 시 싸우다가 기절했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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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과거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 시 싸우다가 병원에 갈 정도로 아팠으나 가지는
않았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20-5. 과거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 시 싸우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20-6. 과거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 시 싸우다가 뼈가 부러졌다.
① 과거 스토킹/폭력 없음
② 없음
③ 일 년에 한두 번
④ 한 달에 한두 번
⑤ 1주일에 1회 이상
⑥ 거의 매일
⑦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
⑧ 기타_________________
21. 귀하가 생각하기에 가해자는 왜 귀하를 스토킹 했다고 생각합니까?
① 내 관심을 끌기 위해
② 나를 독점하기 위해(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③ 애정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④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⑤ 그냥 재미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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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
⑦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⑧ 기타__________________
22. 스토킹 피해를 처음 알아차렸을 때, 귀하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까?
① 그냥 당했다/저항하지 못했다
②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③ 화를 냈다
④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⑤ 그 상황을 피했다
⑥ 온라인 상에서 무시, 차단했다
⑦ 경찰에 신고했다
⑧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 설문에 응답하시던 중 과거의 피해 경험 상기로 인해 심리적 고통감을 느끼는
분들은 아래의 상담 및 지원기관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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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스토킹 피해 유형과 경험, 그에 따른 피해 정도
23. 다음의 문항들은 스토킹 피해의 유형들입니다. 각 문항 당 귀하가 생각하는 심
각도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 귀하를 스토킹한 가해자의 수가 1명 이상이라면, 그 중 귀하에게 제일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스토킹 가해자가 한 명이었
다면, 그 한 명으로부터의 피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23-1.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함.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3-2.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와 그 지역에 와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서 있음.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3-3. 전화, 편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
하거나 특정한 사진, 그림, 문자 등을 보냄.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3-4.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해 특정 물건, 그림, 사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둠.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3-5.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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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신청함.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3-6. 나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위협하
는 모든 행위를 함.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3-7. 인터넷, 공공장소 또는 구두를 통해 나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소문을 퍼
트리는 행위.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3-8. 집 또는 차 등 나의 개인적인 공간에 몰래 숨어들어 겁주거나 가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함.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3-9.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나인 척 행세를 하고 다녔다(SNS 계정 생성 등).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3-10. 나와 사귀는 것처럼 혹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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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3-11. 위에 제시된 문항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귀하가 경험한 스토킹 피해가 있
다면 적어주세요.
24. 스토킹 피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폭력 중 가장 심각했던 신체적 폭력에 체크
해주세요.
① 손발로 구타 ② 목조름 ③ 흉기로 위협 ④ 흉기로 상해 ⑤ 물건던짐 ⑥ 당기거
나 밀침 ⑦ 침입 ⑧ 납치 ⑨ 감금 ⑩ 힘으로 제압 ⑪ 잠 못자게 하기 ⑫ 신체적 폭
력 발생하지 않음 ⑬ 기타________________
25.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정서적 폭력 중 가장 심각했던 정서적 폭력에 체크해
주세요.
① 폭언 멸시 욕설 ② 협박 ③ 통제, 고립 ④ 감시, 미행, 반복적 연락 등 ⑤ 명예
훼손 ⑥ 자해, 자살 협박 및 시도 ⑦ 공포감 조성 ⑧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⑨
주변인에 대한 위협 및 폭력 ⑩ 정서적 폭력 발생하지 않음 ⑪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26.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성적 폭력 중 가장 심각했던 성적 폭력에 체크해주세
요.
① 강간 ② 유사 강간 ③ 성추행 ④ 카메라 등 이용촬영 ⑤ 통신매체 이용음란 ⑥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⑦ 성적 모욕, 비난 ⑧ 성적 의심(의처증) ⑨
성관계 강요 ⑩ 변태적 성행위 ⑪ 성적 폭력 발생하지 않음 ⑫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27.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폭력 중 가장 심각했던 경제적 폭력에 체크해
주세요.
①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② 갈취 ③ 낭비, 채무(빚) ④ 지불강요(데이트비용
청구 등) ⑤ 경제적 폭력 발생하지 않음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
28. 스토킹 피해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에
심각도 정도를 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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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타인에 대한 혐오, 불신감이 생김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8-2. 신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8-3. 혼자 외출을 못하는 등의 행동 문제가 생김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8-4. 직장 또는 학교를 옮기거나 그만둠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8-5. 다른 지역으로 이사함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8-6. 가족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가 악화됨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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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8-7. 공공장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낌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8-8.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어려움을 느낌(계정 삭제, 탈퇴 등)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8-9. 전화번호 변경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8-10. 이름이나 주민번호 변경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8-11. 대인기피 증상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8-12. 위에 제시된 문항 외에 귀하가 스토킹 피해로 경험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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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적어주세요.
29. 스토킹 피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묻는 문항합니다. 각 문항들에 심
각도 정도를 표시해주세요.
29-1.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9-2. 매사에 불안, 우울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9-3. 스토킹 피해를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9-4.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9-5. 피해 당시의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름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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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29-6. 죽고 싶다는 생각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9-7.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9-8. 감정 기복이 심해짐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9-9. 수치심, 모욕감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9-10. 죄책감
심각함
정도
전혀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심각하지

심각함

않음

29-11. 위에 제시된 문항 외에 귀하가 스토킹 피해로 인해 경험한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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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응 방식과 정도
다음 문항들은 스토킹 피해 당시 대응 방식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 귀하를 스토킹한 가해자의 수가 1명 이상이라면, 그 중 귀하에게 제일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스토킹 가해자가 한 명이었
다면, 그 한 명으로부터의 피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30. 싫다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귀하에게 원치 않는 접촉을 시도
할 때, 귀하의 주요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① 그냥 당했다.
②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③ 화를 내고 싸웠다.
④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⑤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⑥ 전화국에 발신자 추적을 신청했다.
⑦ 무조건 마주치지 않게 피해 다녔다.
⑧ 전문 상담기관에 의뢰했다.
⑨ 경찰에 신고했다.
⑩ 이사/이직/전학을 했다.
⑪ 이름 또는 주민번호를 변경하였다.
⑫ 온라인 활동을 아예 관두었다(SNS 계정 삭제 등).
⑬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⑭ 지속적 피해 아님.
31. 스토킹 피해가 지속되는 데에도 저항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
까?
① 나는 저항을 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②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걱정되서
③ 공포심에 압도되어서
④ 저항하면 가해자를 자극하는 것이 되어 상황이 더 심각해질까봐
⑤ 가해자로부터 불이익/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⑦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내가 저항을 한다고 해서 가해자
가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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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보복을 걱정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해주세요.
① 보복을 걱정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② 가해자가 보복에 대한 위협 및 협박을 한 적이 있다.
③ 가해자가 보복 범죄를 시도한 적이 있다.
④ 가해자로부터 보복성 폭행 및 상해, 손괴를 경험한 적이 있다.
⑤ 가해자가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및 공포심을 크게 느꼈다.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3. 귀하는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4.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①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② 경찰서(112 등)
③ 가족, 친척
④ 선후배 또는 친구
⑤ 이웃
⑥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 센터 등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
⑦ 온라인 사이트별 신고센터
⑧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4-1.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② 경찰에 신고해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해줄 것 같지 않아서
③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사소한 일이라 생각되어서(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되
어서)
④ 증거가 없어서
⑤ 나의 피해를 경찰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
⑥ 경찰에 신고할 경우 발생되는 법적인 절차가 부담되어서
⑦ 과거에 문의/ 신고했을 때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나 정보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해서)
⑧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몰라서
⑨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서
⑩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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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의 조치에 만족하십니까?
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②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
③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35-1. 경찰의 조치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찰의 조치에 만족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②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③ 경찰은 나의 사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④ 경찰은 나의 사건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⑤ 가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취할 수 있는 행위(법적 근거가 있는 행
위)가 별로 없었다 또는 가해자 처벌이 지나치게 경미했다.
⑥ 2차 피해를 가했다(신고자인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였다, 원인을 먼저 제공한 것
이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오히려 의심하거나 추궁함 등).
⑦ 일처리가 지나치게 느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조사를 했지만 건성으로 임하였다).
⑧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스토킹으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처벌의 수준
이 미미하다, 가해자를 잘 설득해봐라는 등의 말을 하며).
⑨ 가해자의 말을 믿고 연인 사이 문제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취급했다.
⑩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6.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에 신고한 행위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멈추게 하
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① 효과가 있었다.
② 효과가 없었다.
③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37.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찰에 신고하였음.
② 사소한 일이라 생각되어서
③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④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몰라서
⑤ 신고한다고 스토킹 행위가 멈춰질 것 같지 않아서
⑥ 법적으로 처벌의 수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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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서
⑧ 과거에 문의/ 신고했을 때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나 정보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해서)
⑨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⑩ 가족 또는 지인에게 비난당할까 두려워서
⑪ 증거가 없어서
⑫ 경찰에 신고할 경우 발생되는 법적인 절차가 부담되어서
⑬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8. 여성의 전화 1366,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도움 요청하였다
② 관련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③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④ 증거가 없어서
⑤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
⑥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⑦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⑧ 도움을 요청할 경우 따르는 절차가 부담스러워서
⑨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9.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는 언제, 어떻게 멈추었습니까?
① 아직도 스토킹 피해가 진행중이다.
② 내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그만 두었기 때문에
③ 가해자가 새로운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④ 가해자를 직접 만나 대화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⑤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⑥ 경찰 등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⑦ 그 사람이 체포 또는 기소되었기 때문에
⑧ 이유 없이 그냥 멈추었다
⑨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부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노력에 대한 인지도
다음은 정부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노력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는 문
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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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20년 12월 29일자로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
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③ 내용을 잘 알고 있다
4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내용은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① TV
② 라디오
③ 인터넷, SNS
④ 신문, 잡지
⑤ 폭력 예방 교육
⑥ 관련 기관 소식지/발행자료
⑦ 친구/가족, 직장 동료/이웃
⑧ 기타_____________________
⑨ 몰랐음
42. 다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변화된 스토킹
관련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어본 후, 알고 있는 내용에 체크를 해주
세요.
42-1.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
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
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42-2.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
사 처벌 가능하다.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42-3.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
찰서장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
방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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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
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
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42-5. 잠정조치 예방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잠정조치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 예방응급조치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
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 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하였다.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스토킹 관련 인구통계학적 정보
다음은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해서 묻는 문항입니
다.
※ 귀하를 스토킹한 가해자의 수가 1명 이상이라면, 그 중 귀하에게 제일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스토킹 가해자가 한 명이었
다면, 그 한 명으로부터의 피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43. 스토킹 피해 당시,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① 19세 미만 ② 19세 이상 ∼ 29세 이하 ③ 30세 이상 ∼ 39세 이하 ④ 40세 이상
∼ 49세 이하 ⑤ 50세 이상 ∼ 59세 이하 ⑥ 60세 이상
44. 스토킹 피해 당시,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졸업 ③ 2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석사졸업 ⑥ 대학원 박사졸업
45. 스토킹 피해 당시, 귀하의 고용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휴직 혹은 실업 상태 ④ 아르바이트나 직업을 가진 학생
⑤ 아르바이트나 직업이 없는 학생 ⑥ 정년퇴직 상태 ⑦ 가사전담 ⑧ 기타
46. 스토킹 피해 당시, 귀하의 직업군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고위관리직(기업체경영주, 기업체간부, 고급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
②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언론인, 예술가, 프로그래머 등)
③ 준전문직(건축도안사, 컴퓨터보조원, 임상병리사, 준교사, 운동선수 등)
④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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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비스/판매직
⑥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⑦ 기능직/생산직
⑧ 장치 및 기계 관련직(장치 조작원, 기계 조작원, 운전기사 등)
⑨ 단순노무직(미화원, 관리원, 노무자 등)
⑩ 가사전담
⑪ 학생
⑫ 무직
47. 스토킹 피해 당시, 귀하가 거주했던 지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대전광역시 ⑥ 광주
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전라북도
⑬ 전라남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제주도 ⑰ 세종특별시
48. 스토킹 피해 당시, 귀하의 동거인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① 1인 거주(귀하 단독 거주)
② 귀하 포함 2인 거주
③ 귀하 포함 3인 거주
④ 귀하 포함 4인 이상 거주
49. 스토킹 피해 당시, 귀하의 거주 형태는 어떠했습니까?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연립주택 ④ 오피스텔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50. 마지막 문항입니다. 귀하가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였을 당시, 어떤 점이 제일 어
렵게 느껴지셨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응답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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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대한 소정의 사례(커피 기프티콘)를 하고자 합니다.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예: 010-1234-5678). 본 설문을 통해 수집된 전화번호는 설문 응답 사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적는 것은 선택 사항으로, 꺼려지는 분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전화
번호를 적지 않으신다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커피 기프티콘은 본 설문을 모두 마친 2021년 2월 24일 이후 지급이 됩니다.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 설문을 종료하신 후 심리적 고통감을 느끼는 분들은 아래의 상담 및 지원기관
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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